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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업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의 생산주의와 농촌은 생산 

공간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농업의 공공재적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경제·환경에서 농업의 다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

다양화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점차 변화시킴(김정섭·

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유찬희·조원주·김선웅, 2018)

❍ 농업의 다기능에 주목하며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농업이 등장함.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적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포함되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임

❍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농업은 생소한 개념이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농업은 치유농업, 관광농업, 6차산업 등

과 일치하지 않지만, 농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종 혼용되어 치유농업, 관광농업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함.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농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 계층의 사회

통합과 포용을 추구하는 실천을 의미함(김정섭 외, 2017)

❍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Iacovo(2009)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농업을 “급

여를 받는 농업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장애인, 출소자, 약물중

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촌 실천”으로 정의함

❍ 사회적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경제·환경 서비스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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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공재로서 사회 안에서 취약계층에 ‘돌봄’, ‘고용’, 

‘교육’으로 구분함

❍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은 사회·경제·복지서비스의 중앙정부의 지

원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실천 주체·수요자의 사회통

합과 포용을 이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모델로 제안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내외 사례와 법제적 기반 등

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천 방향 및 방법,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돌봄·고용·교육 등 

공동체 가치 실현과 농촌사회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

농촌 정책을 제안, 발전할 수 있는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농업 활

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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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가. 사회적농업의 의미와 배경

❍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서비스를 제공

함. 즉, 사회적농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농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 목적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농업 개념은 부분적으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Iacovo와 O’Connor(2009)의 정의가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적농업은 ‘불리

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 고용을 촉진하거나, 지원서비스

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목적을 둔 농업’으로 정의함. 또한, 다기능 농업

과 지역사회를 기반하여 지역의 복지 체계의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의 결합을 사회적 농업으로 설명함

❍ Hassink(2009)는 사회적농업을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두 개념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으로 정의하

였으며, Fazzi(2011)는 돌봄과 재활의 통합, 교육훈련 및 고용 등 목적을 

가진 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정의함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2)는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

성하고, 일상적인 농장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웰빙 증진을 이루는 농업실

천을 사회적농업으로 설명함

 ❍ 그 외, 사회적농업을 노동 통합, 취업 준비, 사회적 돌봄, 재활 및 치료, 교

육 등 지원을 위한 영농 관련 활동으로 개념화함(Assouline, 2015; 

Chovanec, Hudcová, & Moudrý, 2015; Crowley, O’Sullivan, & O’Keeffe, 

2017)

❍ 사회적농업은 지역사회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

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기능을 수행함(임송수·임지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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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훈련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농업 활동을 통해 직업 역량을 습

득하게 됨. 직업 역량 회복, 강화를 위한 훈련은 향후 관심 분야를 찾는 도

움을 제공함

❍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계층이 농산물 생산과 자연 체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를 제공함

❍ 사회적농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농촌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인구 유입, 다양한 조직 간 사

회적 연대, 주민 참여는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 가능함

나. 사회적농업 선행연구 고찰

❍ 한국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은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개인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함

❍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기능 농업의 개념을 정립하

는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복지, 고용 등이 결합된 형태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시각이 제시됨 

❍ 농업의 다기능적 기능에 주목하며 사회적농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사회적농업의 정책 방향과 실천 및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되면서 사회적 농업이 활발히 실천되고 있는 해외 사회적농업의 의미와 실

천 사례 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룸.

- 주로 유럽(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과 일본의 사회적농업의 개념과 

발전과정, 정책사례 등을 통해 국내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여건 마련과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 사회적농업 사례들을 통해 실천유형(돌봄, 교육, 고용)에 근거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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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 및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들 연구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농업의 사회적 가치(농업생산, 복

지, 환경 등)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표 1-1> 사회적농업의 의미와 가치 관련 연구동향

구분 주요내용

김정섭(2017)
 사회적농업을 보는 관점으로 사회통합, 사회적 경제, 사회 혁

신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농업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김정섭(2018)
 사회적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 복지 실천의 결합 

형태로 지방분권의 방향성 필요

임송수·임은지
(2017)

 농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
을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농업의 정의와 배경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전용일(2019)
 농업과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농업의 조기 정착

황수철 외
(2017)

 사회적농업의 개념 정립 및 농업 유형(노동통합형, 돌봄형, 
교육형)에 대한 정의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방향성

김경미(2016)
 수형자,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통합 기여, 고용창출 효과 증

대, 농업이해 확산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제고

유찬희 외
(2018)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가
능한 농업의 정의 및 다원적 가치 실현 가능성(생태, 경제, 사회
적 영향, 관계 등)

이진흥(2014)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 가능성(식량공급, 

식품안전, 도시사회 문제 완화 기능, 경제발전기능 등)

황수철(2017)
 다기능 농업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사회적농업 활동으로 공

익적 가치 실현 

자료 : 참고문헌에 연구제목, 출간학술지 등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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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농업은 생산중심 경제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 농업의 다기능성에 

주목하며 농촌을 생산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함. 농

촌, 삶의 공간에서 개인의 일상, 공간 안에서 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농업정책의 대상은 생산이 아닌 사람으

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하고, 휴

식을 취하는 개인의 삶들이 실타래처럼 엮이며 하나는 공동체로 정책의 관

심이 돌아가고 있음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이 소득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

고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상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농업 활동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이 고용,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고, 농촌공동체의 구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농업이라고 규정함

❍ 과소화·고령화로 전북 농촌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농업을 통해 적극

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들이 등장하면서,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를 기대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다기능적 농업 관점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에서 어떻게 적응,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농업을 매개로 취약계층

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통해 전북 농촌공동체의 문제에 접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자 함.

❍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회적농업을 전북 농촌

사회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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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전북 내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확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함

❍ 첫째, 1900년대부터 사회적농업이 시작된 유럽국가들과 우리와 유사한 상

황에 있는 아일랜드와 일본의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사회

적농업이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재, 향후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

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2018년부터 정책적으로 사회적 농장이 육성·확산되면서, 사회적농업

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법적 기반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지 확인할 계획임

❍ 다음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또는 조직을 방문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 방향 및 과정,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농장 육성·확산에 필요한 사항들과 전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해외 사례조사, 국내 법제, 국내 사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사회적농

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략과 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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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추진체계 

❍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추진절차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음

구분 주요내용 연구방법

1단계

문제의식

·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농촌 지역사회

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의식 정리



2단계

논리검토

· 국외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검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농업 정책 동향

선행연구

행정자료

내용검토



3단계

사례조사

· 사회적 농장의 사회적농업 실전 방향 

및 특성

· 사회적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 사회적농업 실천의 어려움 및 정책 

개선사항

현장조사

면접조사



4단계

지원방안

구상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방향구상

방안제안



5단계

정책제안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사업제시

자료제시

<그림1-1>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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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외 사회적농업 동향

1. 이탈리아1)

❍ 정신병원 폐쇄와 보건복지시스템의 개편으로 재활치료, 돌봄서비스가 필

요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은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정

부에서 지방 정부로 예방, 재활치료, 돌봄서비스 책임이 이양되면서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은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함

❍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농업 활동을 통한 고용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농가 또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속적으

로 증가함 

❍ 1990년대 들어 지역사회 내 공공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

되었으며 지역사회 조직은 대다수가 협동조합의 형태임.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조직은 공공 서비

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을 근거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

합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사회적농업법」제정되며 사회적농업 지원

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함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 가지 유형, ‘A유형(서비스 협동조합)’

과 ‘B유형(노동통합 협동조합)’으로 구분됨. A유형은 돌봄, 교육,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

원봉사자, 수혜자로 구성됨

❍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은 실업자,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관련 사업

1)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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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 B유형의 구성원은 임금근로자, 취약계층 직원, 봉사자, 이용

자 등이며, 법적으로 취약계층은 조합원의 30% 이상, 자원봉사자는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과 B유형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혼합형 협동조합

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6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지역 공공기관과 계약관계

를 맺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

상으로 함. 협동조합은 농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다른 농장과 협

력하여 농업자원을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

❍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농장이 직접 직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 공공기관이 지정한 직업·직업·재활·치

료 대상자가 농장이나 민간농장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 번째 유형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B형, 민

간농장으로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는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됨. 돌봄, 직업·재

활·치료, 직업교육 등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

는 사례도 있음

❍ 다음 유형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사

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농장이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고용된 사람은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음

❍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민간농장이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사업 또는 농장 생활, 자연, 먹거리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다섯 번째 유형임 

❍ 마지막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농업 활동 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해 아동돌봄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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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oltura Capodarco(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 농장

- 로마 근교 소재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 농장은 1978년 시설 장애인

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임. 

농장 인원은 조합원 38명을 포함하여 50명의 농장 직원이며, 농장 직원

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사회복지사, 

원예치료사, 정신과 의사, 요리사 등으로 구성됨

- 조합원으로 가입된 취약계층(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술·경험이 없는 직원은 최대 2년간 교육을 받아야 

고용 가능함

- 약 30명의 자원봉사자는 헙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농업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 주 생산작물은 채소와 과일이며,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 가공·판매함. 

지역 내 다른 농장 생산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

며, 로마 시내와 농장 내 직영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보유함

- 고용된 취약계층 조합원은 농업활동 보조, 레스토랑에서 요리 또는 서빙

을 하게 됨. 일부 조합원은 타 협동조합에 고용되기도 함

- 2008년부터 계약을 맺고 있는 지역보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달장

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대상 원예재활프로그램를 운영하기 시작

함.조합원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보건기관과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지역

보건기관 돌봄 서비스 실행계획 수립 시 서비스 대상자를 지정해 대가를 

협동조합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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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2)

❍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종교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민간농장이 제공하는 민간 돌

봄농장 사례가 나타남

❍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돌봄농장들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농장의 돌봄서비스 영향을 알리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 중앙정부 관계자, 농업인, 사회적농업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농업을 주

제로 국가 수준의 회의가 개최되고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부

처의 관심이 높아짐.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실천 농장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사회적농업의 확산 기반이 

마련됨

❍ 현재 전문화된 돌봄자들은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돌봄농장 대부분은 

축산업과 원예업에 종사하는 가족 기반의 민간농장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은 농장별로 다양함

❍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수 인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농장부터 돌봄

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하루 20~30명 대상에게 제공하는 농장이 다양하

게 존재함

❍ 돌봄 농장들은 대부분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 집단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노인, 장기실업자 등으로 다양함

❍ 사회적농업의 실천 유형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첫 번째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맺

은 돌봄농장이 기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임. 농업 활동

을 선호하는 이용자에 한해 돌봄농장은 이용자가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2)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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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 일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비스 참여비용은 계약을 맺은 기

관에서 지불하게 됨

❍ 두 번째는 현금 급여 수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서비스 대상자 중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현금 급여 

수령자는 개인이 원하는 돌봄농장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유형임. 서

비스 이용자는 돌봄농장과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 대가를 직접 지불함

❍ 세 번째, 장기요양 돌봄 기관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돌봄농장 지역협회가 

국가 지정 서비스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협회에 소속된 돌봄농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임 

❍ 다음으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돌봄농장이 지방정부나 청소년복지국

에서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상자의 선호도와 

상태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돌봄농장과 대상자들을 연결해 줌

❍ 마지막으로, 돌봄 기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보유한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용자의 농업 활동 참여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 파라다이스(Het Paradijs) 돌봄농장

- 2006년 네덜란드 동부의 바르네벨트 근교에 소재한 돌봄농장이 설립됨. 

가족 소유 민간농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농업인, 사회복지사, 교육 전문

가, 간호사, 아동 상담사, 예술치료사, 관계 치료사 등 다양한 배경의 23

명 직원이 근무하는 돌봄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폐 아동의 승마 체험 활동을 위해 말을 사용하기 위해 말을 기르고 있

음. 소, 닭, 돼지 등 가축사육, 고기와 달걀 생산, 유기농 채소와 과일 재

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농산물은 농장의 주요 수입원임

- 돌봄 서비스는 경증 치매노인, 자폐아동,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돌봄 농장은 하루 평균 20~25명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90%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제

공함

- 경증 치매노인은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간호사와 작업치료사의 지

원 하에 농업 활동, 달걀 포장, 수공예 등에 참여함. 경증 치매노인의 농



- 18 -

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

- 정신질환자와 번아웃 환자는 농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농장 가게 운영을 

보조하는 등에 참여하며, 농업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활동관리사가 활동 

시 보조하며 개별상담도 진행됨

- 자폐아동의 경우, 요일별,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프로그램

은 동물 돌보기, 원예 활동,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놀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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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일랜드3)

❍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등장함. Athy에 the Cuan 

Mhuire Centre의 설립은 사회적 농장의 시초로 볼 수 있음. 센터는 약물

과 알코올 중독 치료과정에서 농업과 원예활동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센터 협회에 가입하면서 사회적 농장으로 볼 수 있음

❍ 1970년대 후반 Co. Kilkenny지역의 아동·성인 장애인들 커뮤니티센터에

서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한 것은 아일랜드의 또 다른 초기 사회

적 농장으로 제시됨

❍ 1982년 자폐인협회가 자폐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 1990년대 초반 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내에서 제공되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장이 증가하기 시작함. 사회적 농장은 농촌

의 관점에서가 아닌 도시 관점에서 사회적 농장을 바라봄

❍ 아일랜드의 사회서비스는 종교단체와 지역 자원봉사단에 의해 주로 제공

됨. 현재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

나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장 운영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종교단체와 자

원봉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1원까지 시행된 SoFAB시범사업에  

20개의 농가가 참여함. 정신질환 장애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 66명

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이 추진됨4)

❍ 2개 대학의 연구진과 사회적 농업 지원 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사

회적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사회적 농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

3) McGloin, A., & Connor, D. O.(2007). An Overview of Social Farming in 
Ireland. University College Dublin,  를 정리함

4) 임송수(2017) 제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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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현재 농식품 해양부(DAFM)와 CEDRA기금이 지원하는 국가 사무소 Social 

Farming Ireland가 운영되고 있음. 사회적농업 아일랜드는 Leitrim과 

Leitrim Development Company가 운영하고 있음. 지역개발회사 등과 협력

하여 국가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5)

❍ 현재 사회적농업 아일랜드는 총 77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음

❍ 국가 프로젝트로서 사회적농업 아일랜드 운영을 위해 국가 자문위원회와 국가

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

❍ Kerry Social Farming6)

- Kerry Social Farming은 평등, 사회통합, 지역개발에 자발적인 참여, 협력을 

목표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13년 장애인가족, 농민, 서비스제공업체, 지역사회개발조직, 지방정부로 

구성된 The Kerry Social Farming Project(KSF)을 통해 현재 방식으로 

사회적 농장을 운영되고 있음

- Kerry Social Farming에 소속된 사회정 농장은 2017년 10월 기준 총 

11개소임

- 농민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농업할동을 하며 

사회적농업을 실천함

5) 출처: Social Farming Ireland,, https://www.socialfarmingireland.ie/ 

6) 출처: Kerry Social Farming, http://www.kerrysocialfarming.ie/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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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7)

❍ 1990년대 초반 농업 활동을 활용한 병원의 재활치료프로그램이 일본의 

사회적농업의 시초로 보고 있음. 1990년대 장애인, 일반인 등 사이에서 

원예 활동을 통해 재활·치료프로그램이 유행되며, 장애인, 실업자 등 취

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예 활동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 2000년대부터 농업을 복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

루어짐. 농업 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의 재활 치료, 직업교육 진행, 이들

의 노동 통합 도모 가능성을 다원적 농업 관점에서 접근함

❍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2010년 이후로는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함

❍ 다양한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농촌 사회의 문제를 대

응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의 하나로 사회적농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회적농업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서비스 수혜자 특성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계

약을 맺은 민간농간, 농업법인 등이 기관 관리 대상자를 농장에 고용하는 

유형임

❍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복지기관, NPO법인 등이 농장을 보유하

고 직접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임

❍ 세 번째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특

례자회사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임

❍ 네 번째는 정부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업소개소(헬로 위크)를 

통해 농업법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으로, 농림어업 분야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조성한 농장의 농업 활동

7)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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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역 노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임. 참여 노인은 자원봉

사자로 참여하고 수당을 받음. 농장 생산물은 지역 내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됨. 농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법인, NPO법인 등에 위

탁하며 운영됨

❍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빈곤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자립과 

취농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임. 지방정부는 위탁 사

업자와 참여 교육생을 선정하여 추진함

❍ ㈜사이타미훗코 농업법인

- 1993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과 농업 활동을 함께 진행하다 

1996년 사회복지기관에서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며 농업 활동에 장애인들

을 고용하고, 8명 직원 중 2명은 지적 장애인임

- 시설하우스에서 각종 작물을 수경 재배하였으나 2011년부터 올리브 나

무를 심으며 법인의 주 수입원인 올리브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함

- 지역 내 장애인, 고령자와 같이 고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농장에서 파종, 

제초작업 등 다양한 농업 활동에 참여함



- 23 -

5. 유럽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8)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The Eure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는 2012년 유럽 연합 기관, 회원국 등에게 사회적농업 촉진

을 요청하며(EESC, 2012: 김정섭 외, 2017, 재인용), 이탈리아, 프랑스, 

네털란드, 노르웨이 등의 중앙·지방정부는 사회적농업 법제를 마련함

❍ 2014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농촌발전정책 프로그램

(Rural Development for 2014-2020 CA))에서 ‘농촌 고용창출, 다각화,

사회적통합, 빈곤 완화, 농촌발전’ 6개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각 회원국

들은 농촌발전기금과 구조기금을 함께 활용한 ‘공동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사회적농업과 관련 있는 모든 국가들이 사회

적농업 촉진, 점검, 관련 정책 조율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 ‘유럽 다기능농업 프로젝트(Multifunctional Agriculture in Europe)’는 유

럽의 일부 국가의 사회적농업 발전을 ‘개척’, ‘초기 발전’, ‘성숙’, ‘공인’단

계로 구분함

❍ 개척 단계는 사회적농업 개념에 따른 다양한 실천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는 상태로,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가 개척 단계로 구분됨

❍ 초기 발전 단계는 다양한 사회적농업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서비스 수혜자 

네트워크가 형성·발전하고 있으나 정치적 후원, 재정적 지원이 현재 보장

되지 않은 상태로 프랑스, 포르투칼, 독일, 핀란드가 해당됨

❍ 성숙 단계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회적농업이 치료, 고용을 이끄는 가능

성과 농업인이 경제적 소득원으로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금 활용이 가

능함.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성숙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됨

❍ 공인 단계는 사회적농업 실천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되는 단계로, 노르

웨이가 이에 해당됨

8)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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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회적농업 정책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 

가. 사회적농업 추진 전략9)

❍ 사회적농업의 체계적 운영, 제도적 기반 구축, 확산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는 2019년 3월 25일 「사회적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농업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추진 전략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을 비전으

로 사회적 농장 확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기반 조성(2019년~2020년)’, ‘도약(2021년~2022년)’, ‘확산(2023년~)’과 같이 

단계별로 사회적농업 정책을 추진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에게 돌봄·일자리·교육 등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농업의 

다기능성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함

❍ ‘2019년~2020년’은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사회적농업 정책

은 추진되고 있음. 사회적 농장 발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인지

도와 사회적 농장의 네트워킹, 경제적 지속성, 성과지표 개발, 지원센터 

설치,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함

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보도자료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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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추진 전략(2019.3.25.)

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와「사회적농업 육

성법」발의(2018.12.27.)를 계기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

진됨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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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농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8

년 5월 사회적농업 협의체가 구성됨. 2018년 9개 농장을 선정하여 사회

적농업 시범사업이 시행됨10)

❍ 2018년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9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1개소당 6천만원 내외로 지원함. 시범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사회적농장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농촌사회에서 사회적농업의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농장들은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령자, 발달장애인, 범죄피해가

족, 다문화여성 등 대상 농업활동을 진행하여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

함 

- 홍성 협동조합 행동농장, 세종 식초마을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사회적경

제네트워크, 무주 ㈜무주팜앤씨티,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영

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보은 농업회사

법인 성원, 제천 (사)농촌공동체연구소

❍ ‘20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8년에 9개 시범 농장과 9개 

신규 농장을 포함한 총 18개 농장을 선정하여 1개소당 최대 6천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함11)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장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함께 농산물 생산, 가

공, 유통 등을 포함한 활동을 기반으로 일자리, 교육, 돌봄의 효과를 도모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농장으로 선정함

❍ 사회적농업은 영농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에 적응, 통합을 목표

로 하므로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농업의 중

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보도자료. 
2019.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보도자료. 
2019.



- 30 -

- 2019년도 사업 대상 농장 : 횡성 언니네텃밭 협동조합법인,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청주 농업사회법인 ㈜닥나무와 종이, 나주 화탑 영농조합

법인,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거창 영농조합 수승대발효마을, 세종 식초마

을영농조합법인,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함께 

2018년도부터 사회적농업을 실천해 온 충북, 충남, 전남 지역에 소재하

고 있는 사회적 농장 중 4개소를 거점농장으로 선정함12)

❍ 선정된 농장 중 아동·성인 발달장애인과 함께 농업활동을 진행하는 사례

가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고령자,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귀농 희망자 등이 참여하는 농장으로 구성됨

❍ 이들 농장들은 2019년도 사업과 같이 개소당 연 6천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됨

- 화성 싱싱하우스협동조합,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 생명농업(주), 공주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청양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완주 키울협

동조합, 익산 농업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장성 농업회사

법인 옐로우 창농(주),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함양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세종 목인동 영농조합법

인, 대전 ㈜손수레

❍ 사회적 농장들을 위한 현장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거점농장제

도를 도입하여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활동해 온 농장 중 경험과 

역량이 있는 농장 4개소를 선정함

- 충북 제천 ‘청년마을 주식회사’, 충남 홍성 ‘행복농장’, 전남 영광 ‘영농조

합법인 여민동락’, 경북 청송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 농장’

❍ ‘청년마을’은 충북과 강원, ‘행복농장’은 충남, 경기, 인천, ‘청송 해뜨는농

장’은 경북과 경남, ‘여민동락’은 전남, 전북, 제주의 거점농장으로 활동하

게 됨

12)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사회적 농장·거점농장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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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농장은 실습·강의·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농업 홍보와 사회적농장의 

네트워킹 지원과 함께 사회적 농장의 연대 강화 활동을 수행하게 됨. 거

점농장은 교육장 설치,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

리·지원 등 활동을 위해 연 2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됨

❍ 2020년 거점농장은 교육 및 자문, 네트워킹,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중심

으로 활동함13)

❍ 교육 및 자문 활동 중 하나로 거점농장은 사회적농업 시범 농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 지역 인프라 및 지역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

진 시 자문 등을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화상) 교육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적 농장 집체교육, 지역사회 

유관단체 담당자 교육지원, 사회적농업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적농업 심

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농업,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에 대한 이해, 

농장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적 농장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거점농장은 권역 내 주요 인프라 

지역 자원, 취약계층 등 특성에 맞춰 시회적 농장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농장 협의체 운영, 사회적 농장 프로

그램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임

❍ 선정된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 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페

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의 참여를 통

한 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의 홍보와 모니터링 역할수행 예

정임

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장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2018~2019)에 선정된 전북 소재 사회적 

농장은 5개소임.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팜앤시티 주식회사14)’, 완주군 

13) 협동조합 행동농장, ‘2020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계획서’(내부자료). 2020.

14) 2018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팜앤시티 주식회사는 진원마을, 호롱불마을, 
반햇소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은 2020년은 반햇소 영농회사법인이 사
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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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임실군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시

범사업에 선정됨. 2020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키울협동조합’과 익

산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 정원’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 2018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팜앤시티 주식회사’는 

치유 힐링 농장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 자원 활용한 사회적농

업 실천을 목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무주군 사회적 농장은 

대표농장 팜앤씨티(호롱불마을, 진원반디길, 반햇소)와 협력농장(무주비

의 농장)으로 구성된 운영농장을 구축하여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

음

❍ ‘팜앤씨티’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 ‘만나지역아동센터’, ‘안

성초·중 특수반’ 등 취약계층을 대상 채소농장, 축산농장, 화훼농장 등에

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20년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반햇

소 영농조합법인은 동물 돌봄, 소시지와 떡갈비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군내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농업 활동을 통한 돌

봄·치유·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돌봄·치유·교육 서비스 제공 거

점을 육성하고 사회적농업의 수익모델화를 목표로 농장 4개소가 참여하

고 농장마다 발달장애인·가족, 독거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농업

생산, 원예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활동을 통하여 농촌사회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폭력피해여성, 독거노인대상으로 텃밭, 숲 체

험, 원예활동, 농작물판매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완주군 ‘키울협동조합’과 익산시 ‘농업

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 정원’으로 2개소임. ‘키울협동조합’은 2018

년부터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농업을 실천한 농장들 

가운데 하나임. 키울협동조합은 2019년 9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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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아동들이 마을 고령농업인과 함께 공동텃밭

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들의정원’은 장애인복지기관·시설과 협력하여 발달장애 아동·성인들

이 농업 활동, 농대 학생들이 활동의 보조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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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가. 제주형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15)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

장 지정)’를 시작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돌봄과 고용으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농업을 

확산하고자 함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

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

항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은 ‘돌봄형 사회적 농장’과 ‘돌봄+고용형 사회

적 농장’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고 돌봄형 농장은 사회적 농

업활동 운영비 또는 시설비, 돌봄+고용형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비를 지원함

❍ ‘돌봄형 사회적 농장’은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적응을 목표로 발달(장

애)아동,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농업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

적응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개인,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

정함. 매일 또는 주 5일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인, 사회복지

사 및 강사, 복지시설, 보건소 등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됨

❍ ‘돌봄+고용형 사회적 농장’은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으로 정의함. ‘돌봄+고용형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봄과 교육을 실행하는 농장으로 ‘제주지역 소

재 사회적농업 관련 조직과 농촌교육농장’이 실천 주체로 지정됨

❍ ‘돌봄+고용형 사회적 농장’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노인, 아

동, 귀농귀촌 희망자, 미혼모,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함. 농업인, 사회적복지사, 강사, 보건소,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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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년도 사회적 농장으로 농업회사법인(주) 사라숲, 공심채 농업사회법

인(주), 사회적기업 일배움터, 예비사회적기업 폴개협동조합 총 4개소가 

선정됨. 선정된 농장은 상추, 고추, 감귤, 유기농 블루베리 등 재배·수확,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헙, 천연염색활동, 전통차 만들기, 장애인 대상 

인성교육·도자기공예·허브차 꽃 만들기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

음16)

나.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사업17)

❍ 충청남도는 충남 농촌지역의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을 접목한 충남

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함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과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함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은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하여 충남 내 취

약계층의 농업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단위 사회적농업으로 제시함

❍ 충남형 모델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업 가치교육, 프로그램 실천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지역의 관련기관, 단체, 민간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참여

형식인 충남형 모델은 읍·면 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춰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육성으로 농장별 지원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업과 차별화하고자 함

16) 뉴시스, ‘제주도,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농장 4곳 지정 지원’. (2020.3.25.)

17)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2020년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
사업 추진계획’ 내부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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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단위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는 주민(주민자치회, 마을주민대표, 마을

발전협의회 등), 사회적농업 실천농장(3~4개), 지원기관·단체(장애인협

의회, 주간보호센터,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행정(도·시군 관련실

과, 보건소 등)으로 구성함

<그림 3-2>　충남형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모델18)

❍ 2020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읍·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단체는 천안시 

‘천안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 논산시 ‘Able(에이블)’, 논산시 ‘같이 함께 

사회적농업 공동체’, 홍성군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

크’ 총 4곳임19)

❍ 선정된 네트워크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이 

읍·면 단위 사회적농업 네트워크에서 농업을 익히며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충남형 모델에 선정된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

18)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2020년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
사업 추진계획’ 내부자료. 2020.

19) 충남넷 미디어.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오리엔테이션’. 2020. 출처: 
http://www.chungnam.go.kr/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1590389&me

d_action=view&mnu_cd=CNNMENU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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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추진하고 있음

다. 경상남도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20)

❍ 경상남도는 농업의 다기능성을 근거로 경남 내 취약계층에게 돌봄·자활·

치유·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장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기여를 위해 2020년부터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같

은 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

화 등)를 근거로 ‘경상남도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음

❍ ‘경상남도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사회적 농장을 발굴·육성하고, 

농장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장

과 농촌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함

❍ 경남 사업은 농장 5개소를 선정하여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마케팅비, 농장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함

❍ 경남이 지원하는 사회적 농장은 ‘돌봄형 사회적 농장’, ‘자활형 사회적 농

장’, ‘교육형 사회적 농장’, ‘치유형 사회적 농장’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선정함

❍ 돌봄형 사회적 농장은 복지·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장애인, 

아동, 노인, 청소년, 범죄피해가족 등이 농업 활동 참여와 농촌 지역주민

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으로 정의함

❍ 자활형 사회적 농장은 저소득층 농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촌 지역주

민 등이 농촌 정착 또는 자립의 기회로 농업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 탐색 

기회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농장으로 구분함

❍ 교육형 사회적 농장은 농업기반이 없는 만 45세 미만 청년 또는 발달장애 

20)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2020년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 사업지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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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정착을 목적으로 한 직업능력 교육을 추진하는 

농장으로 규정함

❍ 치유형은 화훼, 과수, 식용작물의 재배·생산, 농산물 선별 및 가공, 가축사

육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기회 제공, 질병·질환자

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활용한 식단 제공 운영하는 사회적 농장으로 

제시함

❍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대상으로 농장 5개소를 선정함. 선정된 농장

은 김해 클라우드베리농장, 김해 대감영농조합법인, 양산 내화목장, 함양 

다락골농원, 함양 별빛담은마을로 체험 프로그램, 장애인·고령자 대상 치

유농장, 낙농·우유·치유를 활용한 지역 아동 돌봄 프로그램, 특수학교 재

학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농업 생산 관련 활동 및 인턴십, 예비 청년

농업인 대상 인턴십, 장애인 및 자활센터 대상 요리프로그램, 지역농산물 

제조·가공을 통한 정신장애인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됨21)

21)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경상도, 사회적 농업 본격 육성 시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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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

가.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은 2018년 12월 27일 발의된 이후 사회적농업에 대

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농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 해결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유지·발

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농업을 취약계층의 농업 생산 활동 참여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를 실천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해 3개년 기

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시설 등 지원, 홍보 등을 주요 내

용으로 제시함

<표 3-1>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구분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

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지역공

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농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

(정의)

 사회적농업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사회적농장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 지원대책 수립과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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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4조, 제5조

(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3개년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기본방향, 목표, 법령·개선 사항, 인력

양성,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 기반 조성 사항, 정

보교육, 산업 간 연계 사항, 연구, 실태조사 및 국

제협력 관련 사항,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

 시·도

-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원계

획 수립

제6조

(실태조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제7조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제8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제9조

(교육훈련)
 인력양성,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10조~제16조

(사회적농장 지정, 

지원, 취소 등)

 사회적농장 지정 기준, 지정표시

 경영지원(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

 판로 확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업보고, 평가 등

 지정 취소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일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업무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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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함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2264호)」가 제정되었음. 조례에서는 사회적농업

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

적 농업 육성계획 수립,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회적 농장 지정·

예산지원·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음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및 지역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농업을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

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농장은 ‘사회

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회적 농장 지정·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42 -

<표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구분 주요내용

제5조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

의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② 심의사항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

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4.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6.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취소

7. 그 밖에 관련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② 위원장과 부원장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됨

③ 도지사의 임명 또는 위촉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전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

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2년

④ 간사 1명,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됨

⑤ 위원장의 권한은 위원회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됨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

칙으로 결정 

제7조

(사회적 농장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

②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43 -

구분 주요내용

제8조

(예산지원)

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인력 양성 사업

2.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홍보사업

4. 사회적 농장의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

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5.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6.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지원사업

제9조

(지정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 취소 가능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

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서 사

회적 농장으로 지정 불가

③ 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함



- 44 -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농장 지정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

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644호, 제정 2019.09.06.)」제정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 

농장 지정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3개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함. 법인·단체는 농업경영

체,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모두 포함함. 또한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을 소유해야 함

❍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에서는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지정 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

가 결정하며,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5년간 지원’을 받게 됨

❍ 그 밖에 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제3조), 사회적 농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제5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제6조),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제7조)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음

다.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남 사회적 농업 욱성 및 지원 조례」는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을 통해 

충남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에 대응과 해결 가능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김기흥, 2019)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충남 사회적 농업 

욱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4634호)」은 2019년 12월 30일이 제정됨. 사

충남 조례 제정은 ‘충남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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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농장’으로 규정함

❍ 충남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재4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제6

조), 사업추진(제7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

계(제3조), 위탁(제8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9조~

제12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충남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제5조)은 6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방향, 

정책 및 연구 개발·추진과 홍보방안, 교육 및 인력 양성, 민·관 협력, 실태

조사·기반조성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또한,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가능함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9조~제12조)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회 설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 상세하게 명시함

❍ 위원회 구성(제10조)은 ①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로 구성하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③ 도지사

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 도의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11조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사항, 관계

인 경우, 공정하지 못한 심의·의결 가능성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 해촉(제12조)이 가능한 사항은 사망 또는 자발적 사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 직무 관련 비  누설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 직

무 관련 비위사실 여부, 직위 유지에 부적합한 비위 행위 여부, 공정하지 

못한 심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촉 해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충남 조례의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제3조)’를 규정하고 있

음.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를 것’을 제시함. 사회적농업 사업을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며, 위탁 관련하여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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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재8조(위탁)에서 명시하고 

있음

<표 3-3>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주요내용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5년마다 수립·시행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가능함

- 제주도 : 제4조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

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제8조

(위탁)
① 제7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제9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③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 제주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② 위원 자격

5.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제주도 : 임기 2년.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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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제척

1.~6.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② 공정한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된 후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시 스스로 회피해야 함

제12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도 해촉 

가능함

1. 사망 또는 자발적 사임

2. 심신장애

3. 비 누설 또는 개인적 이용

4. 직무 관련 비리사실 유무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자질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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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1. 조사개요  

❍ 다기능적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또는 사회서비스로부터 소

외된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결 과정에서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농업을 전북 농촌지

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적농업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적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유형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및 

전북지역의 사회적농장을 섭외함

❍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의 여건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5

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단위 및 전북지역의 사회적 농장들을 방

문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사회적 농장의 설립배경, 대상, 사업 내용,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향후 방

향 등의 반구조화된 질문사항을 바탕으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었음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농장은 국비사업 선정된 사회적 농장 4개소, 전국 

단위 농장 1개, 충남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업 네트워크 1개소로 총 6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실무자 면접조사가 진행됨

❍ 사례조사 대상은 국비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완주 

완주사회적네트워크,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곡성 항꾸네협동조합이며, 

타지자체 농장은 파주 사회적기업 교남어유지동상, 충남 시범사업에 선

정된 홍성 장곡면2030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1개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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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회적농장의 일반적 특성

구분 농장명 위치 비고

1 여민동락공동체 전남 영광군 묘량면

2018년도

국비사업 선정
2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북 완주군 고산면

3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 홍성국 장곡면

4 항꾸네협동조합 전남 곡성군 겸면
2019년도

국비사업 선정

5
사회적기업

교남어유지동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6
장곡면2030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충남 홍성국 장곡면

2020년도

충남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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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결과

가. 여민동락공동체

❚개요

❍ 위치 : 전남 영광군 묘량면

❍ 여민동락 설립 목표 : ‘여럿이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건설’, ‘농촌복지

를 통한 생명공동체 실현’, ‘지역 복지와 노인복지의 한국적 모델 연구와 

복지교육 실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복지의 인간화와 전문화 

구현’, ‘지역일체형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한 유대’22)

❍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2020년도 사회적농업 활

성화 지원사업 ‘거점농장’으로 선정

❍ 대상 : 노인층, 어린이, 청소년 등

❍ 시설 : 농업 시설 하우스, 주간보호센터, 동락점빵, 사무실

❚노인 대상 사회적농업 

❍ 묘량면 : 인구가 1,800여명이며, 전체 인구 중 80~90%가 노인, 1/3이 

독거노인인 전형적인 고령화·과소화 농촌임 

❍ 2007년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 중심으로 영광군 11개 읍·

면 농촌복지 현황을 조사하면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여민동락 농장 동락원’을 설립하여 임대한 휴경지에서 

밭농사를 시작함

❍ 2008년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를 준공하여 농촌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으로 묘량면 내 지역 복지 활동을 추진함(동락카페, 주간보호센터, 

무료 안부 상담 전화 ‘사랑의 도깨비’, 문화마당 등). 2009년 비영리민

간단체 ‘여민동락공동체’로 전환하며 본격적으로 지역 복지 활동을 본격

적으로 실천함

22) 출처 : 여민동락공동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m35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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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량면의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빈

곤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의 특산물 ‘모싯잎 송편’의 재료 

모싯잎, 동부콩을 재배하고 송편을 가공하는 일자리를 발굴함

❍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의 모싯잎 송편 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고, 송편 재료 재배에 참여하기도 함. 노인 개개인의 생

산능력에 따라 작업량은 차이가 있음

❍ 거동이 어렵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를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농번기 동안 농업 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취사, 문화, 여가·취미 활동이 진행

되는 ‘품앗이 학교’와 농한기 동안 노인들의 문화, 여가·취미 활동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암산 마을학교’를 운영함

❍ 생필품 구입처 접근성이 낮은 묘량면 주민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동

락점빵’을 설립하여 이동식 생활필수품 판매 가능한 상점 역할을 함 

❍ 2020년부터 모싯잎·동부콩 재배와 모싯잎 송편 생산을 중단함. 고령화

에 따른 생산력 감소, 노인 개개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차이에 따른 작

업 분담 차이, 안정적 생산품 판로 확보의 어려움, 시장 트렌드 변화 대

응의 어려움 등이 중단 사유로 언급됨

❍ 2018년부터 상대적으로 재배과정이 수월하고 노인들에게 노동강도가 

낮은 야생화 재배로 전환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하우스를 설치하여 

야생화를 재배, 판매하고 있음

❚농업·농촌 교육을 위한 사회적 농업

❍ 2009년 묘량면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농촌 지역공동체 붕

괴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은 통학차량, 방과 후 돌봄교실, 체험활동 등

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함. 이와 함께 영광교

육지원청의 ‘제한적 공동학구제23)’가 시행되면서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

23)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면지역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지역 
학생들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읍지역 학생들은 면지역 학교로 취학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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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교가 살아남

❍ 다기능적 농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농업·농촌사회의 가치와 생활

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돌보는 농부학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

원 사업’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함

❍ 돌보는 농부학교는 어린이, 청소년,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어

린이농부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주관하여 깨움 마을학교와 묘량중앙

초등학교가 공동 주최함

❍ 어린이농부학교는 농업 교육은 효동마을 생태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

육 스태프는 여민동락공동체, 보조교사는 마을 노인 농부들이 참여함. 

초등학교 4학년 경우, 어린이농부학교는 2020년 올해부터 학교 정규과

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1회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진행됨

❚거점농장

❍ 2020년 전남, 전북, 제주 지역 거점농장으로 지정되며, 권역 내 사회적 

농장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됨. 거점농장은 

자문, 현장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됨

❍ 거점농장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거점농장 역할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언급함. 사회적농업 실천 유형, 특징, 성과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료 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양한 실천 유형의 사회적 농장을 위

한 모니터링 내용 및 방식, 매뉴얼 제작 등을 어려움으로 언급함

❍ 모니터링과 매뉴얼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

회적 농장의 다양한 시도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우려함. 다만, 사회적 

농장 시설 및 운영상 안전관리, 위법 사항 등 최소한의 사회적 농업 운

영과 해외 선진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함

❍ 거점농장으로서 신규 농장을 위한 기본교육 및 사례교육을 운영하고, 

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면지역 학생들은 읍지역, 타 면지역 학교로 취학이 불가능한 제도임. (전남영광교
육지원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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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면서 사회적농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치유농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농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농업인의 수

입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을 인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여민동락공동체 전경 동락점빵

야생화재배작업 어린이농부학교

<그림 4-1> 영광 여민동락공동체24)

24) 출처: 여민동락공동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m35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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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주사회적네트워크

❚개요

❍ 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 선정농장 : 비봉 평치두레농장, 인덕 두레마을, 화산 에버팜, 봉동 안심

씨앗농장

❍ 대상 : 발달장애인, 성인장애인, 독거노인, 농사초보청년, 귀농인가족, 

결혼이주여성, 시설 아동 등

❚사회적농업 중간지원조직

❍ 완주군 내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실천 지원을 전

담하는 사회적농업팀을 설치하여 사회적농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을 하고 있음

❍ 완주사회적네트워크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완주군 내 사회적 농장을 발

굴, 사회적 농장 모니터링, 사회적농업 실천조직과 지역공동체 간 네트

워킹 지원, 포럼, 사회적협의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2019년 사업 기준 완주군 사회적농업은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고 완주군 내 기관, 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한 

취약계층 집단을 농장에 연계해 이들 집단이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함

- 비봉 평치두레농장, 인덕 두레마을, 화산 에버팜, 봉동 안심씨앗농장

❍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과 집단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 

비봉 평치두레농장은 ‘독거노인 원예활동 돌봄농장’과 ‘발달장애아 돌봄 

가족농장’, 인덕 두레농장은 ‘성인 장애 치유, 일자리 농장’, 화산 에버팜

은 ‘돌봄 프로그램’, 안심씨앗농장은 ‘전업농을 위한 가족농장’을 운영함

❍ 비봉 평치두레농장이 운영했던 ‘독거노인 원예활동 돌봄농장’은 면사무

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참여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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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동행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한 후 귀가서비스

를 제공함

❍ ‘독거노인 원예활동 돌봄농장’은 참여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화분 

만들기, 농장 관리,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활동 등 원예활동과 

함께 요가, 노래교실,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 

독거노인은 주 1~2회 농장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

❍ 구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은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배우자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의 어려음으로 인하여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참여할 수 있

는 사회적 농장을 2020년에 운영함

❍ 결혼이주여성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방치된 자녀의 언어교육

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쌈채소 농장에서 쌈

채소 재배·판매 활동에 참여함. 재배한 쌈채소는 로컬푸드 등의 생산물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적 농장은 지역별로 농장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

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뉴얼화되어 독거노인 맞춤형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 DB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의 사회적 농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에 

지역 취약계층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장, 대상 집단, 관

련 기관·조직 등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완주군사회적네트워크는 현재 4개 농장을 선정하여 농장별 위탁 운영하

고 있으나 향후 13개 읍·면별 각각 사회적 농장을 설치하여 완주군 내 

지역의 사회적 농장을 거점화하여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 완주군사회적네트워크는 발굴한 사회적 농장을 지원, 모니터링을 통하

여 안정적 운영과 자립 가능성이 있는 우수 사회적 농장은 국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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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함. 사례로 완주 키울협동조합은 2020년도 사

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

<그림 4-2> 완주군사회적네트워크25)

25) 출처 : 완주소셜굿즈센터, http://www.wanjucoop.co.kr/main#banner_top_i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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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조합 행복농장

❚개요

❍ 위치 : 충남 홍성국 장곡면

❍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2020년도 사회적농업 활

성화 지원사업 ‘거점농장’으로 선정

❍ 대상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 생산작물·가공품 : 허브, 상추, 꽃모종, 녹비작물 등; 바질페스토

❍ 종사자 : 스태프 3명, 자연구시 참여자 1명(고용)

❚사회적농업 실천 과정 

❍ 2014년 충남 지역 내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연구시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시작함. 2016년 미혼모, 탈북자녀, 노숙자, 청소년 등 다

양한 대상으로 농업 체험을 매개로 심리적 치유와 자립 기반 마련할 수 

있는 일일 자연구시를 운영함

❍ 원예작물 생산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만성정신질환자 대산 자연

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됨

❍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4박 5일), 심

화과정(2~3주), 인턴십 과정(3~6개월)는 단계별로 운영되고 있음. 충

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해 4박 5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참여함

❍ 기초과정은 4박 5일 동안 센터 이용 만성정신질환자 10여 명을 대상으

로 돌봄 농업 활동임. 한 해 동안 2~3회 진행되는 기초과정은 매회 

2~3회 진행됨. 센터 만성정신질환자는 마을 숙소에 머물며 농장의 일상

생활을 경험하고, 오전 시간에는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행복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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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함. 저녁 시간은 센터에서 면담이 진행됨 

❍ 2~3주 동안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참여했던 사람들 충 희망

자 3~4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은 줄어들고 농업 

활동의 비중이 커짐. 참여자는 2016년 도산리 이장이 마련한 가옥에서 

거주하며 일반 농업인과 같이 행복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일상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하게 됨. 2017년은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 심화과정이 운영

되지 않음

❍ 인턴십은 심화과정을 수료한 참여자 중 1~2명은 행복농장에서 3~6개

월 간 인턴으로 고용됨. 출근해 오후 3시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일

상적인 생활을 함

❍ 인턴십 과정이 종료된 후 고용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된 만성

정신질환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 2015~2016년 인턴십을 마친 수

료생 2명 중 한 명은 행복농장에, 나머지 한 명은 인근 농장에 고용됨.  

2020년은 2명이 고용될 예정임

❍ 행복농장이 소유하고 있는 행복부엌은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음. 행복농장은 프로그

램을 진행할 경우 마을에서 운영하는 강의실, 숙소, 휴게실 등을 활용하

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함26)

❍ 행복농장의 생산 농산물은 마을 영농조합을 통해 판매됨. 행복농장은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은 마을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행복농장은 독립적인 협동조합이지만,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홍성

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약을 맺고 참가자 모집과 선발, 전문적인 프로

그램, 자연구시 인턴십, 고용 과정에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

께 진행됨. 행복농장은 홍성농업기술센터과 함께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

26) 출처: 행복농장 홈페이지, http://happyhada.godohosting.com/wp/?page_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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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농장27)

❍ 2020년 충남, 경기, 인천 지역 거점농장으로 지정됨. 행복농장은 거점농

장으로 권역 내 사회적 농장, 사회적농업 관련 조직·기관 등을 위한 ‘교

육 및 자문’, ‘네트워크’, ‘모니터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 및 자문’은 ‘사회적농업 시범농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거점농장과 시

범농장들 간의 회의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및 회

의’, ‘사회적농업 시범농업 집체교육’, ‘지역사회 유관단체·기관 담당자 교육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심포지엄’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사회 유관단체·기관, 전문가, 프로그램 이용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농장 개소식’, ‘시범농장-지역사회 네트워크 구

축 지원’, ‘시범농장 협의체 운영’,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모니터 및 홍보’ 사업을 위해 ‘중부권역 사회적 농장 정기적 모니터링’, 

‘페이스북 활용한 온라인 홍보’,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

보’ 등이 진행되고 있음

<표 4-3> 홍성 협동조합 행동농장 28)

27) 행복농장, 2020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회계획서(내부자료)

28) 천안아산신문, 사회적 농업의 실천 현장 홍성 ‘행복농장’(2018.9.28.),
출처 :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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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꾸네협동조합

❚개요

❍ 위치 : 전남 곡성군 겸면

❍ 2019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대상 : 40세 미만 대안의 삶을 찾는 청년, 귀농 희망 청년, 농촌 생활 체

험 희망 청년

❍ 시설 : 적정기술 공방 ‘다짜고짜’, 마을카페 ‘농담’, 작은 도서관 ‘책담

’29), 귀농 청년 쉐어하우스 ‘꿈엔들’

❚사회적농업 실천 과정

❍ 2013년 항꾸네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전남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2014년 

전남 마을기업으로 선정됨. 청년 귀농 베이스캠프 ‘꿈엔들’을 운영하였

으며,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은 20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에 선정됨

❍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 ‘청년 자자공(自自共) 과정’을 운영함. ‘자자

공’의 의미는 ‘자연, 자립, 공유’로 논·밭 농사, 자연 탐방, 남도 탐방 등

을 통한 ‘자연’스런 삶을 영위하고, 적정기술, 목공, 건축, 시골요리 등을 

배우며 ‘자립’ 역량을 높이고, 청년공유주택, 마을공방, 공유부엌, 작은 

도서관 등을 ‘공유’하여 함께 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6개월, 12개월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쉐어하우스에 머무르며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됨 

❍ 2019년 다섯 명이 항꾸네협동조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한 

부부가 농지를 임대하고 빈집을 구해 겸면에 정착하게 됨. 2020년 프로

그램은 여섯 명이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귀농 희망 청년들은 영농·생활 기반이 취약하여 

농사 규모가 적어 건축기술, 적정기술을 활용한 활동 등 농업외소득을 

29) ‘책담’은 마을카페 안에 있음



- 64 -

창출하고 있음. 2018년 청년 귀농 베이스캠프를 통해 정착한 청년은 밭

농사뿐만 아니라 조합원 주택 공사,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 스태프 활

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

❍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회적농업

이 낯설었던 협동조합은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관련 사업

을 검색 중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알게 됨. 군 담당 공무원의 

권유로 지원한 후 선정됨

 ❍ 농업·생활기반이 부족한 귀농을 희망하고 있는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원사업에 지원한 이유로 언급함.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농촌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

하는 장으로 언급함

❍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항꾸네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

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다소 

약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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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항꾸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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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적기업 교남어유지동산

❚개요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 유형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설립 : 2000년 3월 1일

❍ 시설 : 농산물 생산·가공 작업장(노지, 시설하우스), 교육장, 체험 및 게

스트하우스, 생산물 판매장

❚사회적농업 실천 과정

❍ 사회적기업 교남어유지동산은 2000년 3월 1일 농업을 매개로 성인 발

달장애인의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됨. 교남어유지동산은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맞춰 각종 채소류,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고 일부 품목을 가공작업에 참

여함

❍ 2020년 교남어유지동산은 30명의 발달장애인이 고용되어 농업 활동애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생 발달장애인 한 명이 함께 농사에 참여하고 있

음

❍ 고용된 발달장애인은 무연고자와 연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의 발

달장애인 중 12명이 무연고 장애인임.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에서 자립, 통합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음

❍ 퇴근 후 장애인들은 자립생활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음. 교남어

유지동산은 퇴근 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이들의 일

상생활에서 관공서, 은행 등 업무 처리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활동 지

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자립생활가정 5개소가 운영되고 있

으며 총 23명이 거주하고 있음

❍ 2010년, 2012년 두 쌍의 부부가 탄생함. 이들은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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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이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한 명의 전담 담당자가 있음

❍ 교남어유지동산은 발달장애인의 면접, 현지적응평가, 수습(훈련)기간을 

모두 마친 발달장애인을 정식으로 채용하게 됨. 주로 연고 발달장애인

이 지원하고 이들은 인터넷, 관공서,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남어유지동산을 알게 됨

❍ 채용과정은 면접, 현지적응평가, 수습(훈련)기간, 최종평가 단계를 통해 

진행됨. 2주 정도 훈련 기간 후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됨

❍ 우수 훈련생의 경우 지역주민 농장에 정식적으로 고용하기도 하며, 교

남어유지동산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함. 김치공장으로 취업한 훈련생이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작업 및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 숙지

도 등을 점검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2019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농

업 이론 및 기술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2020년부터 훈련교육과 보수교

육에 사용됨

❍ 발달장애인과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함. 처음 강화도에 터를 잡았으나 복지시설 인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파주시로 이주함

❍ 적성면에 정착하기 위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시, 적성면 공공기관 등의 도움,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꾸준

히 돌봄 봉사, 마을가꾸기사업 제안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돌

려 놓음

❍ 꾸러미사업에 주민들의 생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김장 절임배추 작업을 

위해 주민의 배추를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필요성, 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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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회적기업 교남어유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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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곡면2030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30)

❚개요

❍ 위치 : 충남 홍성군 장곡면

❍ 20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선정

❍ 대상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귀농)청년농업인

❍ 실천유형 : 교육, 돌봄, 고용

❍ 네트워크 : (주민대표)장곡면2030학습공동체, (농장)오누이친환경마을

협동조합, 정다운농장, 란앤정농장, 두리농장, 조아라농장, 협동조합 젊

은협업농장, (지원조직)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장곡마을학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행정)장곡면사무소, 장곡보건지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적농업 실천 과정

❍ ‘장곡면2030학습공동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농

업 실천하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20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됨

❍ ‘장곡면2030학습공동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는 주민, 농장, 지원조직, 행

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적농업 활동 또는 유사 활동을 

해온 농장들과 관련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음

- (정다운농장) 홍성 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 선정된 농장; (란앤정농장) 

여성초보농업인 인큐베이팅; (두리농장)반찬나눔활동; (조아라농장) 어

르신문화활동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림’;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귀농귀

촌 청년 교육 및 정착 지원;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장곡면의 다양한 

조직·단체들의 소통·교류를 담당하는 마을 활동의 거점 역할

-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농업·농촌 문제 관련 연구활동; (장곡마을

학교)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홍성유기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산물 유통

30) 장곡면2030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2020). 충남형 사ㅚ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신청서.(내부자료)



- 70 -

❍ 2020년 한 해동안 ‘장곡면2030학습공동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는 ‘장곡

면2030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강화’, ‘면 소재 농장들의 시범

활동 운영 및 네트워크 협력’, ‘사업 기록과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

행할 예정임

 ❍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강화’을 위해 면 단위 돌봄 현황조사, 복지·돌봄 

분야 분과 학습 모임 운영, 사회적약자 특성 교육 지원, 주민교육 등 세

부사업을 추진하게 됨

❍ ‘면 소재 농장들의 시범활동 운영 및 네트워크 협력’은 경증치매노인 돌

봄, 독거노인 반찬나눔활동, 장곡초 특수학급 텃밭활동, 고령농업인 대

상 문화활동,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활동 및 교육 등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진행될 계획임

❍ ‘기록 및 홍보’는 시법사업 과정의 기록집 제작, SNS등을 활용 홍보, 면

내 거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교육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될 계획임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서 특수학급 아동의 농업활동 참여를 통

해 장곡초와 농장들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홍상유기농영농조합법인

는 통해 사회적 농장의 생산 및 유통, 마을연구소 일소공도는 공동체 지

원 및 주민자치활동-사회적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농장들과 협력관계를 

형성될 예정임

❍ 사회적 농장들과 함께 장곡면 적십자 봉사회는 반찬나눔활동 확대 및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장곡면2030학습공동체는 학습 모임 운영 및 지

역 내 교육, 장곡면 보건소는 경증치매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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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가.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 역량 강화

❍ ‘사회적 농업‘개념은 사회적 농장 운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농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에게도 낯선 용어

이며 개념임

❍ 농업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사회적 농장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임

❍ 공통적으로 실천 주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자

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착·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농업임을 강조함

❍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농업을 실천해 온 농장의 경우, 현재 자신들이 하

고 있는 것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고, 농림부의 「사회

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선정은 사회적농업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언급함

❍ 지역사회의 문제,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에서 

햐결할 수 없는 분야를 농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

로 볼 수 있음

❍ 사회적농업 활성화는 기존 사회적 농업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존 사례

들의 실천 유형을 모방하는 것으로 불가능함

❍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의 특성

을 모두 고려하여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대상에 맞는 혁신적인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주체 또는 조직은 지역과 

수혜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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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개념을 비롯하여 취약

계층과 농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 즉 사회복지·인간발

달·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식, 사회적농업의 실천공간이 마을공동체, 지

역사회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 이에 전북 내에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실

천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정책의 하

나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들이 학습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농업 정책은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함

나. 사회적 농업 실천 기반 마련

❍ 사회적농업은 개별농장·조직에 의해서만 실천이 불가능함. 다기능성 농

업과 사회적 농업은 연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농촌공동체, 농촌 지역

사회 내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실천 주체와 취약계층이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농업을 

매개로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듯 실천 주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사회적농업의 실천 방향 및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됨

❍ 사회적 농장이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촌공동체와 농촌 지역

사회에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 농장이 관련 조직·기관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함. 지역사회 여건과 취약계층의 욕구와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과 자원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 DB 구축이 요구됨. 이는 다양한 살천 

주체들이 사회적농업 실천에 적합한 정보 취득이 용이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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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 

❍ 사회적 농장이 공동체에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농업을 통해 접근하고 해

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사회적농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행 단계별로 필요한 정

보와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농업 실천 과정은 진입, 성장, 안정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사

회적농업 실천 단계별 실천 주체의 역량과 협력관계 기관·조직은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 지원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함

❍ 채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실천 기반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농장이 필요한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적절

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이 지원체계의 단계화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문화가 필

요함. 사회적농업은 단순히 농업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농업활동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전문적인 이

해가 요구됨. 따라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사회적농업 실천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

직, 협의체가 구성될 때, 사회적 농장이 단계별 성장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 가능함

❍ 전라북도는 시·군별 지역 여건이 다르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특성은 

다양할 것임. 사회적농업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대상 특성

을 고려하여 농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실천이 

필요함

❍ 전북 내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확산을 위해 첫 발을 뗀 현재 지역사회

에서 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농업을 매개로 해결하는데 표준화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전북에 

적합한 실천유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농업을 활성하는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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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에서 농업의 가치

❍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련자, 관련 조직의 인식 전

환을 요구함. 또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와 함께, 농업

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공동체 스

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역량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기능적 농업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와 사회적농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적 변화와 함께 사

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 관련 조직·기관 등 내부의 변화도 필

요함

 ❍ 이를 위해 농업의 다기능성과 사회적농업의 가치에 대한 지역 전체를 대상

으로 한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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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정책 제안

1. 추진과제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농촌사회 혁신을 이끄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됨

❍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적농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

제 중 하나의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국내에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며, 사회적농업은 현재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

❍ 사회적농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채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사회적농업이 무엇

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실천 주체를 어디까지 포

함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농업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외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 

문제들 농업을 통해 접근, 해결 가능한 농업의 다기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

❍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사회적농업은 실천 방향, 주체, 유형 등에 대한 논

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농업의 다기능성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대응,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을 체계적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과소화·고령화, 공동체 해체 위기에 직면한 전라북도 농촌공동체가 농업을 통

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역량을 강화하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농업을 체계적으로 육

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78 -

❍ 한국 사회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사회적농업은 사회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실천 주체이 사회적농업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첫 번째 전략으로 ‘실천주체 역량 강

화’로 설정하였으며, 6개의 추진과제을 제시함

❍ 농업을 수단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농업은 개별농장만으로 실

천하기 쉽지 않음. 사회적농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대상집

단을 접근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파악·활용하며 실천 가능함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인적 자원 등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는 사회적농업이 

실천되는 공간이자 그 자체임. 사회적농업이 실천하기 위해 지역공동제와 

접하게 연계된 연결망은 매우 중요함.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간 네트워킹, 

농장들의 연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존재가 필요함. 전북 사회적 농업 활성화

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형성 및 운영’을 두 번째 전략으로, 네 가지의 추진과

제로 제시함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농업 실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읙가 이루어진 것

은 오래되지 않았음. 다양한 취약계층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농

업의 실천 주체, 방향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회저농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실천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함.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농촌공동

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이 전북 농촌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북 농촌사회 내 사회적농업이 활성

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세 번째 전략으로 설정하고, 8개의 추진과

제를 제시함

❍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을 경

우 사회적농업은 실천될 수 없음. 또한, 취약계층과 함께 농업 활동을 하는 사

회적농업에 대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농업의 다기

능적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농업·농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논의

와 전환이 필요함.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농촌공동체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과 필요성은 강화할 수 있음. 따라서, 마지막 전략은 농업의 사회

적 가치 확산으로 4가지 세부사업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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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사업을 <표 5-1>에 제시하

였으며, 초기 단계인 사회적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부사업 추진

의 우선순위를 <표 5-2>와 같이 제시함

전략 추 진 과 제 비 고

실천주체 
역량 강화

①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운영
② 사회적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사회적농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④ 지역단위 및 통합 사회적농장 협의체 활성화사업
⑤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단기
단기
단기
중기
단기

2021~
2021~
2021~
2022~
2021~

중간지원조직 
형성 및 운영

① 전라북도종합지원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②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③ 지역 및 통합 협의체 운영
④ 사회적농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단기
단기
단기
장기

2021~
2021~
2021~
2024~

제도적 기반 마련

①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 강화(도·시·군)
② 사회적농업 지원조례 제정
③ 도/시·군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 사회적농

업교육 참여 확대
④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전북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
⑥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 추진
⑦ 사회적농업 실태조사
⑧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중기
중기
장기

2021~
2021~
2021~

2021~
2021~
2022~
2023~
2024~

사회적가치 확산

① 사회적농업 SNS 홍보사업
② 사회적농업 브랜드 개발
③ 사회적농업 우수사례집 제작
④ 사회적 클라우드 펀딩 운영

단기
단기
중기
단기

2021~
2021~
2022~
2021~

＜표 5-1>　사회적농업 활성화 전략과 과제의 단계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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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추 진 과 제 ‘21 ‘22 ‘23 ‘24 ‘25

실천주체 
역량 강화

①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운영

② 사회적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사회적농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④ 지역단위 및 통합 사회적농장 협의체 활성화사업

⑤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중간지원조직 
형성 및 운영

① 전라북도종합지원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②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③ 지역 및 통합 협의체 운영

④ 사회적농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①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 강화

② 사회적농업 지원조례 제정

③ 도/시·군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 사
회적농업교육 참여 확대

④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전북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

⑥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 추진

⑦ 사회적농업 실태조사

⑧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
확산

① 사회적농업 SNS 홍보사업

② 사회적농업 브랜드 개발

③ 사회적농업 우수사례집 제작

④사회적 클라우드 펀딩 운영

＜표 5-2> 사회적농업 활성화 세부사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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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사업

가. 실천주체 역량 강화

1)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농업을 이해하고, 필요

한 관련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전문성 개발이 필요함

❍ 사회적농업 관련 개인·조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에 맞는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주관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대상 :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 농가·기관, 사회적 농장 또는 관련 기관, 

사회적농업 정책 관련 공무원 및 기관·조직 담당자, 사회적농업 코디네

이터 희망자, 전문강사 희망자

❚주요내용

❍ 전북도청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향후 전북 사회적농업종합지원센

터)는 사회적농업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우수 강사진으로 구성한 프로

그램을 활용한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향후 전북 사회적농업 종합지원센터)내 교육

전담인력 배치 또는 전담팀 신설·지정

❍ 생생마을대학 내 ‘사회적농업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대상별 사회적농업 및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제 학습 교육과정 

- (사회적농업 기초교육) : 사회적 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 상·하반

기 연간 2기 과정으로 운영), 총 10주 교육과정 (주 1회 3시간,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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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사회적농업 보수교육) :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상·하반기 연

간 2기 과정으로 운영, 총 3주 교육과정 (주 1회 2시간, 총 6시간)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상반기 연 1기 과정으로 운영, 총 

15주 교육(주1회 4시간, 총 60시간)

- (사회적농업 전문강사 양성교육) : 상반기 연 1기 과정으로 운영, 총 15

주 교육(주1회 4시간, 총 60시간)

- (사회적농업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교육과정) : 상·하반기 연간 2

기 과정으로 운영, 총 2주 교육과정 (주 1회 2시간, 총 4시간)

❍ 전문강사 및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DB 구축

- 시·군 요청 시 파견 가능

- 파견 코디네이터의 사회적 농장주에게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사회적농

장 모니터링 등 제공

❍ 사회적농업 아카데미 운영과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게시판 이용,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도/시·군/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전북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

터, 시·군 주민자치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 등 

❚유사사례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20년도 제1기 사회적농업 인력양성과정’

- 교육목적 : 사회적농업 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촌 지역 경제 및 농촌공동

체 활성화 기여 

- 교육기간 : 30시간

- 교육내용 

· 이론 : 사회적농업 정부 시책 및 지원 절차, 농업·농촌의 이해, 실천 사

례, 운영사례, 한국형 모델 구상 및 설계

· 현장교육 :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홍성 행복농장’, ‘완주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 교육비 :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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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양질의 커리큘럼을 갖춘 사회

적농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농업 관련 개인·조직에게 수준 높

은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다기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2년(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상, 교육과정 개발, 교육운영 방안 마

련

❍ 커리큘럼(안)

- (사회적농업 기초교육) : 사회적농업 이해, 농업·농촌사회, 사회복지, 보

건·의료, 인간·가족발달, 지역정책, 회계, 경영, 상담, 사례 연구, 선진사

례 견학 등

- (사회적농업 보수교육) : 사회적 농장 운영, 경영, 회계, 상담, 사례연구, 

선진사례 견학 등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사회적농업 이해, 농업·농촌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간·가족발달, 사례 연구, 선진사례 견학 등

- (사회적농업 전문강사 양성교육) : 사회적농업 이해, 농업, 농촌사회, 사

회복지, 보건·의료, 인간·가족발달, 교수법, 상담, 사례 연구, 선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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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등

- (사회적농업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교육과정) : 사회적농업 이해, 

농업·농촌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간·가족발달, 사례 연구 등

❍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

- 집필진 구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공무원,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

- 교재 개발 협의회 개최 및 운영

- 세미나, 토론회 등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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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단위 및 통합 사회적농장 협의체 활성화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물적·인적 자원 등의 문제로 개별농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농

업 실천의 어려움이 존재함. 타 농가와의 협력관계는 사회적 농장들 간 

협력 농가들 간에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농업 실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회적 농장 간의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현안 논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하여 사회적농업 실천역량을 높이며, 사회적농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 단위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 특성의 이해와 지역자원 정보공유를 

통하여 개별농장, 또는 농장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문제를 공격적으

로 접근하여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 통합조직의 경우, 전북 내 사회적 농장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정책적 

욕구 등을 공유하며,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

로 제시할 수 있음. 또한,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농촌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의 역할 및 기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사회적 농장의 지역 단위 및 통합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요내용

❍ 사회적 농장의 지역 단위 및 통합 협의체 설립 및 운영

- 사회적 농장들이 주도하여 자생적으로 협의체 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서 도/시·도 업무담당인력,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지원(회의지원,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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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활성화 지원

- 협의체 대표, 분야별 대표 등을 선출하여 이들이 협력망, 세미나, 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사회적농업 관련 정보 

공유, 현안 논의, 공동사업 발굴, 유사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

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농업 활성화 기대

❍ 전라북도 : 운영비 지원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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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 사회적농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와 관련 기관·조직의 사회적농업 실천 역량과 결

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 핵심 현안

과 사회적농업 실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시·군별 사회적 농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조직, 

자활조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학습동아리 운영이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시·군 단위 사회적농업 학습동아리 운영 및 운영비 지원 

❚주요내용

❍ 시·군별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 전라북도 : 총괄 및 지원사업 관리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총괄 학습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 시·군 :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학습동아리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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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해 사회적농업 실천 주체, 관련 기관, 공무원, 전문

가,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현안 논의하고, 관련 조직 간의 상호소통

을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필요함

❍ 매월 사회적농업 현안에 대한 공론과 공유를 통하여 사회적농업 발전방

안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이 요구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사회적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조직간 네트

워크를 강화할 장을 마련함

❚주요내용

❍ 전라북도 : 포럼 총괄 개최 및 운영, 사회적농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운영위원회 : 포럼 주제 선정

❍ 분기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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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지원조직 형성 및 운영

1) 전라북도종합지원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추진과 사회적 농장 지

원을 위해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요구됨. 또한, 지역사

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수단으로 농업이 활용되는 사회적농업에

게 지역사회는 중요한 사회적농업이 실천 가능한 공간이자 자원임

❍ 전북은 다양한 농업·농촌정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고 있음. 사회적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음

❍ 전북 농촌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북 농어

촌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북 농업·농촌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농어

촌종합지원센터에 사회적농업 담당인력 배치

❚주요내용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생생마을처 내 전담인력 배치

- 사회적농업 교육 업무 담당, DB구축, 홍보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및 전문강사 DB구축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파견 관리

- SNS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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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농업 

실천농장과 유사 활동을 하고 있는 농장이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에 대

한 정보 부족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전라북도 내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농업의 체계적인 실천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자 함

❍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를 기초 자치체 단위로 

배치하여 지역 문제 현황 파악, 지역자원조사, 신규 농장 발굴 및 사회

적 농장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대상 : 기초 지자체 지역활동가, 사회적농업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 

등

❍ 사업내용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이수한 자에 한함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교육내용

-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정책 이해

- 농업사회복지, 보건·의료, 지역정책, 사회적경제 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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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농업 실천사례 학습 및 선진지 견학

-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사회적농업 코디네이터 주요 역할

- 기초 지자체 지역사회 및 사회적 이슈 이해 및 파악

- 사회적농장 실천 농장, 유사 활동 실천농장 현황 파악 및 신규 농장 발굴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지원

- 사회적 농장의 정기적 모니터링

❚유사사례(중간지원조직)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피디’31)

-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 가능한 지역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창

업에서 성장단계까지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

- 3년 동안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최대 5년간 발굴된 주민 주도 사업체는 창업, 멘토링, 시범사업 비용, 판

로 개척 등을 지원

❍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32)

-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배치되어 지역자원조사 발굴, 산림관광·목공·산림사

업·산림레포츠 분야 관련 주민사업체 발굴. 산림비지니스 모델 개발, 창

업 활동 등 지원

3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3019년도 관광두레피디를 모집합니다(보도자료, 
2018.12.05.)

32) 중소기업투데이.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2기, 25명 힘찬 출범’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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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및 통합 협의체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문제를 농업을 통하여 해결하는 과정 및 공간은 지역사회 그

자체임. 취약계층과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은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지역공동체 등과의 협력 없이 사회적농업 실천에 한계가 있

음

❍ 전라북도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운영과 확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역사회 내 농장, 공공기관, 관련 기관, 전문가, 지

역활동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요구됨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별 지원협의

체, 통합지원협의체로 구분하여 광역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시·군(담당부서)

❚주요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안)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회적 농

장 협의체 대표, 사회복지기관,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기관, 전문가 등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동사업, 계획 이행여부 등 협의

❍ 시군별 사회적농업 협의체 구성 유도

❚추진일정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협의회 개최 (연2회)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실무협의회 개최 (연4회, 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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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농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장 육성 및 역량 강화, 사회적 농장 

관리,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기능 강화·체계화, 사회적농

업의 가치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

가 있음

❍ 사회적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전담인력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공

간·시설이 필요함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을 위하여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적 농장 육성 및 확산을 위한 다

양한 사업 기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이 필요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2025년(5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 사업내용 

- 광역 종합지원센터 설립

- 운영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중간지원조직으로 광역 종합지원센터 설립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독립적인 사회적농업 지원센터 설립

- 사무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단체 네트워크 공간, 아카이브 공간, 컨설팅 

공간, 강당 등

❍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사회적농업 광역·지역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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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기반 마련

1)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 강화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이해와 실천은 생산주의 농업 관점에서 다기능적 농업 관점

으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다기능 농업은 농업·농촌정책, 특히 사

회서비스 추진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있음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서, 농업정책에

서 농촌청책으로, 산업에서 지역·사람으로, 중앙 주도에서 지역혁신으로 

이행되기 시작함

❍ 농업의 다기능성은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농업은 농촌사회의 취약계층과 지역의 갊의 질 증진을 위해 

농촌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생산주의 농업 관점에서 벗어난 사회적농업 정책은 농업·농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에서 추진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전북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차별

화된 정책 추진과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사

회적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업무 전담인력 또는 전담팀 운영이 필

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시·군 담당부서(국/과)

❍ 사업내용 : 전북 사회적정책을 총괄, 전담하며 관련 부서 간 사업과 연

계·조정할 수 있는 업무 전담인력 또는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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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 사회적농업 정책 업무 전담인력 배치 또는 전담팀 신설·운영 

- 사회적농업 정책 전담·총괄, 관련 부서 간 사업 연계 및 조정

-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도/시·군 등), 시·군 부서(국/과)의 사회적농업 정

책 및 사업 추진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계획 확정, 수정·보완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농업 조례 제정 및 개정

-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및 관리

- 사회적농업 사업 위탁기관 운영 관리·점검

- 지원사업 성과 관리

- 사회적농업 사례집 발간

❍ 시·군 사회적농업 정책 업무 전담 부서 지정 또는 신설

- 지역 여건에 맞게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 지역 사회적농장 협의체 관리

- 사회적 농장 DB구축

-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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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농업 지원조례 제정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10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농업이 선정되면서 한국 사

회에 사회적농업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함. 1900년대부터 사회

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

문적으로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 이와 달리 사회적농업

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사회적농업의 가치, 방향, 지역 문제와의 연계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된 개념, 실천 방향,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제도

적 기반이 요구됨

❍ 전북 농촌사회에서 농업을 매개로 농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동

체 활성화를 기여 가능한 사회적농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농업 실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요구됨

❍ 2개 광역자지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법

적 기반이 없음

❍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가칭) 「전라북

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2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주요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서 주관하여 사회적농업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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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과정 운영, 농장의 

지정, 지정 취소, 사업 추진, 위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위원의 해촉 등

❍ 전라북도 조례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추가

❍ 추진일정

- 2021년 조례안 마련 및 제정

- 2020년 이후 조례에 의한 사업 시행



- 98 -

❚ 광역자치단체 조례 특징

구분 제주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목적 ○ ○ ○

정의 ○ ○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

도지사의 책무 ○ ○ ○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

농장의 지정 ○ ○

지정취소 ○ ○

사업 추진/예산지원 ○ ○ ○

위탁 ○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 ○ ○

위원회 구성 ○ ○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

위원의 해촉 ○ ○

기본계획/육성계획 수립 ○ ○ ○

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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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 사회적농업교육 참여 확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농업 업무 담

당 공무원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이 사회적농업 개념과 사업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 자체 사업을 추진에 있어, 도/시·군 

공무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들의 사회적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사회적농업교육 실시가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추진일정 : 상·하반기 연간 2기 과정으로 운영

❍ 사업내용 : 도/시·군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 사회적농업교육 

운영 및 참여 유도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대상자 교육과정 계

획 및 대상자 참여 요청(공문발송)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내 집합교육 이외 시·군, 관련 기관 요청에 따

라 관련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파견 (찾아가

는 사회적농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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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

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계층이 참여한 논의의 장이 필요

함

❍ 사회적농업은 지역의 특성,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실천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요구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농업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계층이 참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자 함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구성 및 기능

- (위원구성)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구성함33)

- (위촉방식)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추가, 변경사항을 논의·협의하고, 최종

적으로 도지사가 위촉함

- (위촉기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33) 지역별, 서비스 이용대상자별 사회적농업 실천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건별로 위원회를 유동적으로 구성함



- 101 -

❍ 주요기능

- 사회적농업 정책 추진상항 확인 및 자문

- 추진과제 개선사항 제시, 신규과제 발굴

-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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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북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농장은 농촌지역 사회 특성 대상에 따라 표준화된 또는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전북 농촌사회가 직면한 문제, 취약계층 등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농장을 육성·확산은 쉽

지 않음

❍ 전북 내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전북지역 여건에 적

합한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지역사회의 여건 

파악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농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개별적인 농장 발굴 및 지원이 아닌 사회적농장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운영 지원이 가능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하

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발굴이 필요함

❍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농업의 실천을 통해 전북의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완하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0년(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전북 여건에 적합한 사회적농업 정책의 방향 보완과 성공가

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사업

❍ 목적 : 전북 여건에 적합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천 여

건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농업 정책의 방향 보완하고 성

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총사업량 : 3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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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년 (사업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사회적 농장 2~3개소 연계한 희망 시·군 등

❚사업 추진절차

❍ 사전 교육

❍ 시·군별 사회적농업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 운영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정화

❍ 국비 사업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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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을 매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 활성

화되기 위해 전북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전북 사

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다양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농촌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

회적농업 실천 유형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됨.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을 유형화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역 내 사회적

농업 실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여 

전북에 적합한 사회적농업 실천 유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시·군별 사회적농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내 사회적 

농장 지원을 통해 전북에 적합한 사회적농업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명 :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농장 발굴을 통해 전북에 적합한 사회적농업 실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 총사업량 : 사회적농업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군, 읍·면

❍ 사업기간 : 3년 (사업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105 -

❚사업 추진절차

❍ 사업설명회

❍ 공고 및 선정

❍ 선정 지역(시·군, 읍·면)을 위한 사전교육(4주)

❍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컨설팅

❍ 국비 사업 등 연계(우수 지역 및 사회적 농장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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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농업 실태조사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취약계

층의 현황 및 특성, 농촌지역 특성 및 자원, 사회적 농장의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전북 여건에 적합한 사회적농업 실천 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현황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형 SOC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는 공간인 농촌사회의 사회·경제·공간 등 기반 파악을 통

해 통합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전북 농촌지역 여건과 사회적 농장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주요내용

❍ 실태조사 실시(3개년)

- 조사설계

- 전북 시·군 내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별 생활실태

- 농촌 지역별 생활 SOC 및 취약지역 현황

- 사회적 농장 현황 및 운영 

- 사회적농업 정책 수요

❍ 전북 농촌지역 취약계층, 생활SOC, 사회적농장 등 DB/SGIS구축

❍ 사회적농업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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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지역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계획은 시·군 단위의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로 활용되고 내실 있는 정책 수립에 지원

가능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2024년(2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정책협의체, 도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근거하

여 정책 방향,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정책의 목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회적농업 정책 개발 및 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

한 사항

❚ 추진방안

❍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사회적 농장,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사회적농

업 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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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육성계획 수립 계획

광역자치단체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사회적 농

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

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

원에 관하여 충청남도 샤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정책 및 연구 개발·추진과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

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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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가치 확산

1) 사회적농업 SNS 홍보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농업 접근용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농업

에 대한 잦은 정보 노출을 통해 사회적농업 인지 및 이해를 높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이 알릴 수 있음

❍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SNS를 활용하여 전북도민 누구나 사회적농업 개

념, 사례, 정책 등 정보를 획득하여 사회적농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전북도민의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

보 접근성이 용이한 SNS를 활용하여 홍보함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홍보 컨텐츠 구성 기획

- 사회적농업 교육과정 교재를 활용하여 사회적농업 개념, 사례, 정책 등 

제시

❍ SNS 활용한 홍보

- 사회적농업을 위한 블로그, 페이스북 오픈·운영

- 도/시·군 홈페이지,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마을만들기센터 홈페이지 등

에 링크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홍보 컨텐츠 기획, 구성, 업데이트 등 관리

❍ 전라북도 : SNS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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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농업 브랜드 개발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적 농업보다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강조·실현하고자 함. 생산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농장의 농업생산물은 시장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사회

적농업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장의 농업생산물과 가공품

을 브랜드화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농업을 알리기 위하여 사회적 

농장의 농업생산물과 가공품을 브랜드화함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 공모전

- 2021년 상반기 공모전 개최

❍ 사회적 농장 대상 사회적농업 브랜드 설명회

❍ 사회적농업 브랜드 로고 제작 및 배포

-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리

❍ 사회적농업 브랜드 홍보

- 로컬푸드직매장, SNS 홍보, 도/시·군 홈페이지,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

터 홈페이지, 팜플렛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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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농업 우수사례집 제작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사회적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 사회적농업 관계자, 

사회적농업 기관·조직은 꾸준한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농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북도민의 

이해 증진을 통해 사회적농업 활성화와 확산에 중요함 

❍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지역과 농장을 발굴하여 사회적농업 관

계자·관련 조직 및 기관·전문가의 교육자료로,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중

요성을 전북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농업 실천 우수 지역 및 농장의 사례를 통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농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농

업 확산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2021

년~2025년), 전북 사회적농업 종합지원센터(2026년~)

❍ 사업내용 :우수 사회적 농장 및 조직 발굴, 매년 사례집 제작

❚주요내용

❍　우수 지역 및 사회적 농장 선정 및 사례집 제작

- 제작 방향 기획, 사회적 농장 및 조직 성과 평가 또는 사회적농업 코디네

이터·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향후 전북 사회적농업 종합지원센터) 추

천으로 선정

❍ 사례집 배포

- 전북도청, 시·군,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추후 ‘전북 사회적농업 종합

지원센터’), 시·군 복지시설·보건소,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마을만들기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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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클라우드 펀딩 운영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사회적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회 내 사회적농업 이해증

진과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장과 수요자 간의 직접 연계하여 수요자는 클라우드 펀드를 

통해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지원과 그에 대한 품질 보장과 적정가격의 

생산물을 받는 구조를 통하여 도민의 농업의 사회적 가치 이해와 사회

적 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 가능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 도내 사회적농업 이해 증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경제

적 안정성 도모와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 사회적농업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주관 : 전북 일자리플러스센터

❍ 사업내용 : 사회적농업 클라우드 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운영·

관리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클라우드 펀드 시스템 구축

❍　사회적 농장의 브랜드, 생산물 품질 및 가격, 홍보 관리

❍　펀드 홍보, 운용 및 생산물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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