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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quality of life improves recently, people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outdoor environment and outdoor

activities. In case of the U.S.A., community garden is utilized as space for plant cultivation and horticulture

activities and the space is also used for complex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play, leisure and rest. At the

same time, such diverse activities are linked with creating social and economic wealth, thus creating

sustainable value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targets to identify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community garden.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the detailed cases of community gardens in the U.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In case of Korea, community

garden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urbane farming and parks in most cases but it is desirable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nd sustainability to manage the community gardens with space characteristics

and programs that set up communities by gathering many residents in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matter of community garden comprehensively and to set up comprehensive and complex plans to

form community gardens. This study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important base for such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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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랜 아파트 주거문화로 옥외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주말 농장 등 도시민의 옥외환경 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도시텃밭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심에 있는 농장은 모두 247

개(104ha)로 도시민 15만 3000여명이 텃밭을 일구고 있으

며,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심에 텃밭 8000여개를 만

들어 도시 주말농장을 활성화하고 고층빌딩의 옥상, 벽면

등에서 식물을 기르는 빌딩녹화 사업1)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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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9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 09도시-B02)에 의해 수

행되었음.

1)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

는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법률 제정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렇듯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가든은 생산적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참

여,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가든을 작물 재배, 원예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또한 교육, 놀이,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

한다. 커뮤니티가든을 지역 내 유휴지 뿐 아니라 학교,

병원, 감옥, 기업 등 다양한 장소에 조성하며, 커뮤니티가

든을 계획하는 주최 역시 개인, 학교,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등 매우 다양하다. 커뮤니티가든은 커뮤니티

(Community)와 가든(Garden), 즉 공동체와 정원의 합성

어로,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인 측면과 정원의 생

산적, 환경적 측면이 복합됨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도시농업의 형태, 즉 경제적 측면 혹은 공

원의 형태, 즉 환경적 측면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지만, 지역 내 많은 주민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이 지역에의 기여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

직할 것이다. 특히 최근 신축 아파트마다 내 주민의 공동

체 감정과 지역사회생활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옥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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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 및 조성방안에

있어서의 복합적, 총체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함이 경제적 측면과 복합될

때 기존의 경제적 이득에 부가적인 이득이 발생함은 이

론을 통해 제기된다.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

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며2), 조화로운 행동의 촉진에 의해 사회적 유효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3). 인적 자본이 새로운 방

법으로 실행가능한 기술과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의 변화

에 의해 창출이 된다면, 사회적 자본은 행동을 촉진하는

사람 간의 관계의 변화에 의해 창출된다4)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든은 이용자라는 인적 자본이 기술 및 능력과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물리적, 경

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의 사례의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을 파악하되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이득, 지역 내

기여 측면을 살펴보고자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반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수많은 다

양한 커뮤니티가든의 형태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

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의 특징을 사

회적 자본 이론에 적용하고자 하여 이론과 관련된 사항,

즉 이용자 참여, 학습 및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내 신뢰

관계, 지역 내 기여 측면 중심으로 커뮤니티가든을 살펴

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으로 한정하였다. 미

국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가든의 사

례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적용할 선진 경향을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 사례를 시설 및 프로그

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시

설은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

시설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의미를 한정하였으며 시설 간

의 연계는 교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류의 형태

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사례들을 선택한 것이며, 대부분의 사례를 일반적인

특성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

하여 공통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선정된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Pierre Bourdieu(1986), SocialCapital in the Creation of Houman

Capital, Handbook og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 241-258

3) Robert Putnam(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Vol.13, pp.35－

42.

4) James Coleman(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s94-s121

본 연구의 한계는 수집된 정보가 현재 현장에서 그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사례의 특성

을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

정에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학 박사 1인과 건축학 박사 1

인5)의 검토를 거쳐 관찰자간 신뢰도를 높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문헌고찰

2.1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커뮤니티가든은 커뮤니티(Community)와 가든(Garden)

이라는 두 가지 컨셉의 접목으로 이는 사람의 경험, 기대,

결과물 창출의 의미를 기초로 하는 범위라는 것을 도출

할 수 있다6). 커뮤니티가든은 도시를 비롯한 도시 근교,

전원 지역에서 화훼, 채소 혹은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커뮤니티 플롯, 또는 다수의 개인 플롯으로 구성

되며, 학교, 병원, 지역 어느 곳에서든 활용이 가능하며,

도시농업, 판매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7). 커뮤니

티가든은 작물재배, 도시 내 공간의 개선 및 보호 뿐 아

니라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간 협동 육성하며, 커

뮤니티가든의 흐름은 커뮤니티의 형성 및 강화 관련 논

의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8).

표1은 커뮤니티가든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으로 커뮤니

티가든의 참가자 대상, 공간적 입지, 용도, 이용형태, 활동

프로그램, 공간조성, 도입시설, 운영관리주체 등을 통해

커뮤니티가든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든의 유형에 관하여 미국의 ACGA는 농원

형 가든, 커뮤니케이션형 가든, 테마형 가든, 교육형 가든,

갱생요양형 가든, 복합형 가든으로 분류한다. 농원형 가

든은 공원 및 식물원의 일각으로, 건물의 옥상 및 가각의

공지 내에 구획으로 세분화된 채소밭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시민농원형 가든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특징을

지닌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형 가든은 학

교, 노인주거, 아파트, 병원, 교회,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성이 높은 시설의 부지 내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테마형 가든은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유휴지

를 이용한 예술, 향기, 자연 등 특정의 테마를 가진 레크

레이션 성향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며, 교육형 가든은 유

5) 해당 박사 2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국토해양부

VC-10 과제인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 연구의

총괄 수행자 및 참여연구진으로 활동 중임.

6) Jeffrey Hou 외(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Urban Community Gardens in Seattle, Architecture Foundation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7) 미국 ACGA(American Community Garden Association) 웹사

이트 참고(http://www.communitygarden.org)

8) Jane Schukoske(2000),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Gardening: State and Local Policies Transforming Urban

Open Space,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3:35, pp.

3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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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유형

구분

인근

거주자

공동시설

이용자

시민

누구나

유아/

아동/

청소년/교원

보호

감호시설

이용자

공간적

입지

주거지역

소공지

공공

아파트

병원 교회

공원

레저공간

학교 및

시설
시설

용도 도시농업, 정원 도시농업
생태

학습원
치유정원

이용형태 가드닝, 교류, 휴식 교육 체험
교육

체험 치유

활동

프로그램

농업교육, 가드닝지도, 모의장터,

가든컨테스트, 음식나누기

이벤트 등

생장일지

농업교육

작물

컨테스트

음식 만들기

농업교육원

예치료

생장일지

공간조성

텃밭 화단

휴게공간상

징물

텃밭
텃밭

학습공간

텃밭

치유정원

도입시설

울타리

경계

농기구

보관소

관수시설

온실

퇴비

생산시설

농기구

보관소

관수시설

온실

울타리

경계

농기구

보관소

관수시설

온실

퇴비

생산시설

농기구 보관소

관수시설

온실

퇴비

생산시설

운영관리주

체

주민

공동체

시설

운영자

시설

운영자 및

참여자

시설 이용자

시설

운영자 및

참여자

출처: 전미향(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

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인용

표 1. 커뮤니티가든의 개념정의

사회적 자본

형태
참고문헌

기대 Coleman(1988)

의무 Coleman(1988)

신뢰 Coleman(1988), Burt(1992), Putnam(1993)

참여 Coleman(1988), Putnam(1993)

연계망 Coleman(1988), Burt(1992), Field(2003)

호혜적 규범 Merton(1968), Coleman(1988)

이타성 소진광(2003)

정보의 통로 Coleman(1988)

학습역량 Lesser(2000), McElroy(2001)

표 2.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자본 형태

아, 아동, 청소년,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옥외활동 프

로그램을 활용한 어린이 정원, 학교 정원 형태이다. 갱생

요양형 가든은 노숙자, 형무소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형태이며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형

태의 커뮤니티가든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2.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

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

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 다시 말해 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소유

된 자본이라는 후원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구성원이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해 주는 특정한 집단

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행위자가 소유

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그 집

단의 결속력에 토대를 두는데, 이 결속력이 사회적 자본

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발생시킨다. 연결망의 존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주어

진 것도 아니며,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

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 승인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교행위(Sociability)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9).

사회적 자본은 행위를 촉진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나타난다. 만일 물리적 자본이 관찰 가능한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진 실체적인 존재라면, 인적자본은

개인에 의해 습득된 기술과 지식 속에서 구현된 덜 실체

적인 존재이며, 사회적 자본은 그것의 존재가 개인들 사

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이 생산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 역시 그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10).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대하여 Coleman(1988)은 의무

(Obligation)와 기대(Expectation), 신뢰의 구조(Trust

Worthiness of Structure), 정보의 통로(Information Channels),

규범(Norms)과 효과적인 제재(Effective Sanctions)를 제시하였

으며, Putnam(1993)은 연대(Tie), 규범(Norm), 신뢰(Trust)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자본의 형

태는 표2와 같다11).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의 사례의 분석을 통한 사회적

9) Pierre Bourdieu(1986), 전게서

10) James Coleman(1988), 전게서

11) Robert Putnam(199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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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화 현상을 밝혀내기 위한 양적분석이 아니라

주제 관련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위해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한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6개의 사례이며 자료 수집

은 현장 방문, 연구 문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정

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들 중 시설 및 커뮤

니티 활동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

시 여섯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여섯 사례 모두

미국의 사례로 한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커뮤니티가든

의 개념을 발전시킨 국가로서 커뮤니티가든이 가장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연구문헌이나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자료의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선정된 사례는 표

3와 같다.

No 사례명 설립연도 위치

C1 Turtle Park and Garden 2002 미국 일리노이

C2
the God's Vineyard

Community Garden
1997

미국

루이지애나

C3

Sixth Judicial District

Community Supervision

and Correction

Department of Lamar

County

1997 미국 텍사스

C4

Danny Woo

International District

Community Garden

1975 미국 워싱턴

C5 Bradner Garden Park 1998 미국 워싱턴

C6 Magnuson P-Patch 2001 미국 워싱턴

표 3. 연구에 선정된 사례

분석에 사용된 틀은 크게 일반적인 현황, 시설 및 프로

그램 현황 항목으로 구별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 항목

을 추가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표4와 같다.

구분 세부 항목

일반현황
위치, 면적, 설립연도, 설립기관/연계기관, 이용

대상

시설현황 원예시설,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현황
자체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표 4. 분석의 내용

4. 연구결과

4.1 사례별 일반현황

No 사진 일반현황

C1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위치

§ 2001년 설립
§Turtle Park Committee,
Albany Park

Community Center주관

설립

§지역 내 한인 고령자를
포함한 다민족 이주민의

이용

C2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위치

§ 1997년 설립
§Earl Antwine 주관 설립
§지역 내 아동 이용

C3

§미국 텍사스주 파리 위치
§ 1997년 설립
§Lamar County 주관 및
Kansas Sate

University와 연계

§지역 내 집행유예 범죄자
(보호 관찰 대상자)의

이용

C4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위치

§약 6,070㎡ 규모
§ 1975년 설립
§ Inter Im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주관 설립

§지역 내 동양인을 비롯한
다민족 이주민의 이용

C5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위치

§약 6,475㎡ 규모
§ 1998년 설립
§Friends of Bradner
Gardens Park, 시애틀

공원/레크레이션 부서

§지역자원봉사자의 이용

C6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위치

§약 16,188㎡ 규모
§ 2001년 설립
§Magnuson Community
Garden,

P-Patch프로그램, 시애틀

공원 및 레크레이션 부서

§지역자원봉사자 및
아동의 이용

표 5. 사례별 일반현황

사례조사를 실시한 여섯 사례의 일반적 현황을 종합하

여 보면 표5와 같으며, 위치, 면적, 설립연도, 설립 및 연

계기관, 이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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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원예시설 커뮤니티시설

C1
§개인텃밭
§울타리 정원

§파빌리온(pavilion)
§예술작품 전시공간
§사교공간 및 벤치
§배회 산책로

C2
§공동채소정원
§화훼정원

§아동운영 동물사육장

C3

§개인텃밭
§온실
§채소정원
§화훼정원
§허브정원

§중앙 홀
§교육 센터

C4
§개인텃밭
§계단식 텃밭

§공공 오픈 공간
§사교공간 및 벤치,
키오스크(kiosk)

§바비큐장

C5

§개인텃밭
§아동 정원
§유기농 먹거리 정원
§자생식물정원
§경작용 트랙터

§공공 오픈 공간
§사교공간 및 벤치
§예술작품 전시공간
§파빌리온(pavilion)
§아동 놀이공간
§농구 코트(court)
§화장실
§잔디
§회의실
§정보게시판

표 6. 사례별 시설 현황

C6

§개인텃밭
§아동 정원
§치유 정원
§자생식물정원
§먹거리 정원

§공공 오픈 공간
§모임공간 및 벤치
§원형극장
§정보게시판

각 사례는 특정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으며,

설립과정 또한 다양한데, C1은 2001년 당시 마약 거래상과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을 지역의

안전과 미화, 그리고 지역 내 미국 주민과 근방의 한인 아

파트에 거주 노인들의 휴식 및 작업 공간 제공을 위해 설

립된 사례이다. C2의 경우, 본래 설립목적은 노인 대상 활

동 프로그램 및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나, 설립 후

지역 내 아동의 방문이 잦아, 기존 목적을 변경하여 아동

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C3은 집행유예 범죄자 즉 보호

관찰 대상자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4, C5, C6의 사례는 모두 시애틀 지역 내 설립된 사례로

C4는 세계 2차 대전 후 많은 거주민이 교외로 이주하고,

저소득층, 고령자 인구만이 남아있었고, 이러한 피폐한 지

역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범 민족적 활동가 단체가 지역을

지키고 저소득층과 고령자 거주민을 위한 적합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하에 설립하였다. C5는 해당부지

내 지역 주민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은 공공기관 설립에 반

대하여 지역 공동체가 커뮤니티가든 설립의 보호를 촉구하

는 발의권 및 24,000명의 서명부를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

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C6는 시의회의 원조 하에 지역의

생태와, 환경적 책무, 미화, 교육, 건강한 먹거리 제공의 목

적을 세우고 설립되었다.

4.2 시설 현황

여섯 사례의 시설 현황을 원예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분류한 내용은 표6과 같다.

C1은 한인 문화를 반영하는 한글 명패가 달린 정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박스 형태의 개인 텃밭과 울타리를 이

용한 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텃밭이 배치되어 있다. C2는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위해 작물재배 뿐 아니라 닭, 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C3는

Lamar의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 텃밭과 온실 및

매일 정원 활동을 위한 채소와 화훼 및 허브 식물을 이

용한 치료 정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중앙 홀과 교육 센터

가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C1사례의 파빌리온 그림 2. C2사례의 사이트플랜

C4는 동양인 이주민의 이용이 잦으며, 커뮤니티가든의

디자인 또한 이들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

는데, 가로 전면부와 가든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동양 분

위기를 고취시키는 대문과 첨경물을 배치하였다. 계단은

입구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중심부로 안내하고 있는데, 중

심부에는 도구보관장소와 바비큐장이 배치되어 있어, 공

동체 활동 공간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그림과 같이 키오

스크와 목재테라스는 커뮤니티가든 이용자와 방문자에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림의 계단식 텃밭은 고

령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형태이다.

그림 3. C4사례의 목재테라스 그림 4. C4사례의 계단식 텃밭

C5는 세 방향의 출입부를 통해 커뮤니티가든 내로 진입

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동쪽 코너 부분 출입부

의 석재 계단과 넓은 잔디는 이벤트 및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며, 커뮤니티가든 중심부에 위치한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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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파빌리온 역시 공동체 모임 장소로 이용된다. 파

빌리온 측면에는 아동 정원과 유기농 먹거리 정원을 비

롯한 주민을 위한 정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정원에서

는 실무적인 기술과 개인의 성향이 표현된다. 커뮤니티가

든 내 북쪽 가장자리에는 커뮤니티 건물이 배치되어 있

으며, 건물 내에는 도구보관장소, 회의실, 화장실이 구성

되어 있다. 커뮤니티가든 내 서쪽은 아동을 위한 놀이 공

간이 주변 정원과 연계되어 있어 농업용 트랙터와 농장

도구 등의 컨셉을 나타내는 놀이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농구 코트(court)가 마련되

어 있다.

그림 5. C5사례의 사이트플랜 그림 6. C5사례의 예술작품전시공간

C6는 Warren G. Magnuson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내 커뮤니티 활동 센터와 인접하여 위치한다. 입구

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나선식 통로는 예술적 첨경물과

비형식적 형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모임 공간으로

연결되며, 이 공간은 그림과 같이 커뮤니티공간의 전체적

인 전경을 볼 수 있다. 커뮤니티가든 내 북쪽은 자생식물

정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사로를 따라 치유정원이 배치

된다. 140개의 개인 텃밭 구획이 커뮤니티 중앙에 위치한

원형극장 우측에 위치하여 개별적인 활동을 하며 공동의

활동 또한 참관 혹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C6사례의 사이트플랜 그림 8. C6사례의 전경

4.3 프로그램 현황

여섯 사례의 프로그램 현황을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내용은 표7과 같다.

C1은 16개의 텃밭을 무료로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커뮤니티가든 한편에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C1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및 노숙

자가 모이던 장소를 지역의 안전과 미화를 위해 설립하였

으며, 설립 이후 한인을 포함한 지역 내 다민족 거주자가

작업 및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C2는 아동을 대상으로 원예 교육 및 사육 교육을 실시

하여 재배한 작물을 지역 내에서 판매하여 마련한 기금으

로 참여 아동의 학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사를 실행한다. 이

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획

득하며 실제 약 40명의 아동이 타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C3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유예 범죄자의 범

죄율을 약 74% 감소시켰으며12), 집행유예 범죄자들의 사

회적 재활을 위해 직업 훈련 및 창업 훈련을 실시하여 이

들의 작업적 기술과 공동체 소속감, 자아성취감, 긍정적 감

정 형성을 높이고 있다.

No 자체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C1
§재배활동

§취미활동

§지역 내 쉼터 제공

§지역 내 안전 및 미화 조장

C2

§재배활동

§아동교육

§원예치료

§재배 작물 판매

§지역 내 참여 아동 학자금

기부

C3

§재배활동

§원예치료

§직업훈련

§창업준비 훈련

C4
§재배활동

§이용자 워크샵

§지역 투어

§자원봉사활동

§연례 바비큐 행사

C5

§재배활동

§재배 작물 판매

§이용자 워크샵

§P-Patch

§지역 투어

§지역 내 주민 여가

§음악회

§연례행사

C6

§재배활동

§아동대상 정원활동

§P-Patch

§오픈하우스 이벤트

§음악회 및 드라마 상영

§자원봉사활동

표 7. 사례별 프로그램 현황

12) 2001년부터 2년간 해당 기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이며,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율 감소 수치는 기존 집행유예 범죄자의 범죄율을 낮추

기 위해 실시해 온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쓰레기 줍기, 묘

지 관리 등)의 범죄율 감소 수치인 51%보다 감소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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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2사례의 아동교육 그림 10. C4사례의 연례바비큐행사

C4는 커뮤니티가든 이용자 간 사교, 건강,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범위가 다국적인 만큼 각 문화권과 관련된 작물

을 재배하고 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교육 워크샵을 진

행하여 유기농 재배 등 실무에서의 기술을 공유하며, 이용

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 내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하여

환경보호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한다. 커뮤니티가든 내 공

동체의 형태 또한 다양한데, 청소년 공동체, 어린이 스카우

트, 환경 정의 단체 등이 있다.

C5는 P-Patch, 교육, 실험 정원, 주제별 정원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P-Patch 프로그램은 조성된 커뮤니티가

든 외 타 공간에 공동적 혹은 개별적으로 텃밭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기술적, 제도적, 재

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5는 원예 실무 및 기술 교육

과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 교육 후 상급 교육

워크샵을 열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험 정원

과 주제별 정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지식과 견해를

넓힌다. 커뮤니티가든 내 농구 코트는 활동적 레크리에이

션의 요소로도 이용이 되는데, 초반 농구 코트를 이용함으

로써 주변 텃밭 작물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 농

구 코트 이용자와 텃밭 이용자 간의 대립이 존재하기도 하

였으나, 농구 코트와 텃밭 사이에 예술적 요소를 포함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구 코트 이용자가 텃밭 이용자의 활

동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룸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가든 중심부에 위치한

파빌리온은 모임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

다. C5는 지역을 위해 음악회와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의

연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C6 내 마련된 원형극장은 지역 내 공식적 행사 및 음악

회, 공연, 교육 프로그램, 결혼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C6 역시, C5와 같이 P-Patch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

며, 아동을 위한 정원과 자생 정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5.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자본 관점 특성

사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티가든을 사회적 자

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는 기대, 의무, 신뢰, 참여, 연계망, 호혜적 규

범, 이타성/포용력, 정보의 통로, 학습역량이며, 각 형태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기대, 의무, 신뢰는 어떠한 관계에서

행위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것과 기대에 응하는 의무

가 행해지고 이것이 반복됨을 통해 신뢰구조가 형성된다

는 개념이다13). 참여는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

며, 타 개인들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는 개

념이며14), 연계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을 위해 서

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렵의 기반

을 마련해준다15). 호혜적 규범은 규범을 지킴으로써 상대

방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구성

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교환이 반복되면서 발달하

게 된다16). 이타성/포용력은 상호이익을 위해 모아지고

호혜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사회 자산을 공동으로 이해하

는 것이다17).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

한 형태로 행위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18), 학습

역량은 개인 및 조직 단위의 학습을 통한 지식의 생산과

결합,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의

혁신 역량을 나타낸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각 형태마다의 내용 분석 기준은 표8과

같으며, 내용 분석 기준에 따라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

회적 자본 형태를 정리한 내용은 표9와 같다.

사회적

자본 형태
내용 분석 기준

기대
① 활동에 대한 기대

② 활동을 통한 성과물에 대한 기대

의무 ③ 구성원의 역할

신뢰

④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성과에 대한 신뢰성

⑤ 구성원 간의 신뢰성

⑥ 운영진에 대한 신뢰성

참여
⑦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공동 목표 정립

⑧ 활동을 통한 지역 대표성 인지

연계망
⑨ 활동 내 리더십 발휘

⑩ 활동을 위한 도움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

호혜적

규범

⑪ 활동 시 규칙, 질서 설정

⑫ 활동 내 규칙, 질서의 교환

이타성
⑬ 지역을 위한 봉사

⑭ 지역 공동의 이익 창출

정보의

통로

⑮ 활동을 위한 정보 교류

⑯ 새로운 정보 생산

학습역량
⑰ 활동 성과의 생산

⑱ 활동 성과의 결합 및 활용

표 8.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자본 형태와 내용 분석 기준

13) James Coleman(1988), 전게서
14) Robert Putnam(1993), 전게서
15) Sue Kilpatrick, John Field, and Ian Fal(2004), Social Capital:

an Analytical Tool for Exploring Lifelong Lear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9, No.3, pp. 417-433
16) R Merton(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NY: Free Press
17) 소진광(2003),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성남발전연구, 제3

권 pp75-117
18) James Coleman(1988), 전게서
19) E. Lesser(2000),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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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회적 자본 형태 및 내용 분석 기준

기대 의무 신뢰 참여 연계망 호혜적 규범 이타성 정보통로 학습역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C1 ○ ● ○ ○ ● ● ● ○

C2 ● ● ○ ○ ● ● ●

C3 ● ● ● ● ● ○ ○ ● ● ●

C4 ● ● ○ ● ● ○ ○ ● ● ●

C5 ○ ● ○ ● ● ● ● ● ● ● ○ ● ●

C6 ○ ● ● ● ● ● ● ● ● ○

● : 문헌 내용상 해당 요소와 관련된 사실이 확실히 언급된 경우, ○ : 문헌 내용상 해당 요소와 관련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표 9.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 형태

5.1 기대, 의무, 신뢰 요소

C1~C6 모든 사례마다 기본적으로 텃밭을 운영하는 활

동 외에 각 시설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진행

되며, 활동 자체가 이용자에게 의무가 되며, 활동 성과는

이들에게 기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C2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동물 사육장을 운영하는데, 각 아

동마다 일간, 주간, 월간의 역할이 부여되며, 실제 재배와

동물 사육을 통한 성과물이 얻어질 때 아동의 기대와 역

할 수행에 대한 적극성은 증가되고 있다 C3의 경우, 집행

유예 범죄자를 대상으로 직업, 창업 등을 위한 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타의적으로

의무감을 부여하더라도 그 효과와 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모든 사례 내 각 활동

에 대해 구성원들은 활동자체에 대해, 또한 활동을 통한

성과물에 대해 기대하며,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

5.2 참여, 연계망 요소

모든 커뮤니티가든은 운영되는 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

표가 정립이 되며, 커뮤니티가든의 이용자 중심, 참여의

특징으로 구성원의 의사가 활발히 표현되고 반영된다.

C4~C6의 경우, 활동 내 리더쉽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

는데, 커뮤니티가든 계획에서 참여, 운영의 각 단계마다

리더쉽 그룹이 형성된다. C4의 경우, Inter Im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지역 내 이주민 민간 공동

체가 리더 그룹이 되어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C5의 경우, Friends of Bradner

Garden Park가 운영 리더 그룹이 되어, 지자체와 인근

대학의 근린디자인학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C6

는 기존의 Magnuson 공원 측에서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

가든을 계획을 하고 역시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아동을

중심으로 리더를 선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커뮤니티가든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확립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한다.

5.3 호혜적 규범 요소

모든 사례에서 제공하는 텃밭 활동은 각 개인 혹은 그

룹의 재배공간을 확보하고 작물의 생장 시기에 따른 조

취가 정해져 있고 각 조취마다 이용자의 역할이 정해지

므로 텃밭 활동 자체로 규칙과 질서가 설정되고 이용자

간 설정된 규칙과 질서가 교환된다고 볼 수 있다. C5, 6

의 경우, P-Patch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 역시 호혜

적 규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Patch

프로그램은 시애틀 근린생활부서 하에 운영되는 시 운영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가든과 관련하여 계획 초기 및 부

지, 자금 조달 등의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P-Patch 프로그램 자체에 시에서 부여하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는 프로그램 신청부터 부지 선정, 컨셉 설

정, 계획 단계, 자금 설정 신청 및 운영까지 총괄적, 세부

적인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이 이행됨에 따라 프로

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실제 미국 시애틀 도시 전

역에 2006년 기준으로 67개의 P-Patch 커뮤니티 가든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5.4 이타성 요소

C1~C6 사례 모두 지역 내 연례행사, 이벤트, 캠페인 등

지역 공익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1

은 설립의 목적이 지역의 공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었으며, 범죄 및 노숙자가 모이던 장소에 커뮤니티가든

을 조성함으로써 근방 지역의 안전과 미화 뿐 아니라 주

민의 휴식을 도모하고 있다. C2의 경우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재배활동 및 수확물 판매를 통해 기

금을 마련하고 학자금 기부를 하여 지역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훈련된 아동들을 타 지역에

파견함으로 지역 내에서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5 정보의 통로, 학습역량 요소

C1~C6 사례는 아동교육, 직업훈련, 워크샵, P-Patch 등

을 통해 활동을 위한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데, 특히 C4는

이용자의 다양성의 특징을 통해 각 문화권과 관련된 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각 문화권의 정보가 교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5는 이용자 대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진행됨

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가 생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들이 교류함으로써

생산적인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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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의 발전이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공동

체 감정과 지역 사회생활의 기능을 저하시킴에 따라 공

동체 감정을 회복하고 질서와 효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목적을 옥외공간을 계획하고 활용함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각 지

역의 특징 및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따라 다양한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가든 사례는 하나의 이상

적인 공동 공간의 모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하나의

장소에서 개인의 생산적인 활동 외에 공동체 및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행해지는 커뮤니티가든의

발달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경향, 즉 옥외환

경에의 관심과 공동주거단지 내 커뮤니티공간 조성의 증

가에 지속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을 연구 분석 결과에 근거하

여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커뮤니티가든은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개인,

그룹을 위한 작업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국내의 주말농

장과는 차별적으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내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각 사례는 조성된 공간과 관련하여 개인, 그룹별

재배활동 및 원예치료, 교육,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

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 간의 교류 및 공동체 형성을 도

모하고, 지역 내 행사를 개최하고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사례들을 이론에 대입하였

을 때 모든 사례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기대, 의무, 신

뢰, 참여, 연계망, 호혜적 규범, 이타성/포용력, 정보의 통

로, 학습역량의 요소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커뮤니

티가든은 물리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이익

측면을 경제적 이익과 연계하였을 때 이익이 확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옥외환경에 대한 관심과 물리적 질이

발전하고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경

제적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옥외

환경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참

고 자료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사

례의 내용 분석을 위해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중간

지점에서 제한된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여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사례와 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계속되어 발전시키고

커뮤니티가든의 특성을 국내에서도 일반화 할 필요가 있음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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