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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취약계층과 영농활동을 함께 하며 취약계층에게 돌봄·

고용·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임

 2018년 시범적으로 사회적 농장 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된 이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105개 사회적 농장이 장애인, 고령자, 폭력피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2020년부터 지역 거점별로 지정된 거점농장1)은 권역별로 개별농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개별농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거점농장은 개별농장의 지원

체계로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이 발전해 왔음

 ‘사회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농업은 미시적(개별) 수준의 실천이 

지역, 국가적 차원으로 변화, 발전, 혁신해 나가는 경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별과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됨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농장 발굴

에서 육성·관리체계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기반을 갖추었음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현장과 민간조직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전국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할 예정임

 전라북도에 설립될 ‘지원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전라북도는 전국 105개 사회적 농장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농장(15개소)이 

있는 지역으로,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이 글은 사회적 농장이 가장 많은 지역적 현실에 기반 하여, 정부의 사회적 

농업 정책 성과와 실천체계를 살펴보고, 국가 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은 충남 홍성
군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북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경북 
청송군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
인(주),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 영농
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완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강원 횡성군 횡성언
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인천 농업
회사법인 ㈜콩세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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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회적 농업 자원 현황 

(2021년 기준)

2.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정책성과와 실행체계

1) 사회적 농업 정책의 성과

 2019년부터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사회적 농장 83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 거점농장 7개소가 

활동하고 있음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으로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5년간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개소 당 6천만 원)

 2020년에는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 농장을 ‘거점농장’

으로 선정하여 권역별 사회적 농장의 교육과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사회적 농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농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체계, 이용자에 대한 이해, 활동

내용 등을 사례를 소개하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  고령자 돌봄형(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정신장애인 돌봄형(협동조합 행복농장), 

귀농청년 교육형(청송 해뜨는농장), 귀촌청년 교육형(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자료 : 황영모(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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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회적 농업 운영 매뉴얼

(좌)과 통합 플랫폼(우)

 이러한 매뉴얼은 사회적 농업 실천에 앞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추진체계, 사회적 농장 주요 

이용자 이해, 활동 내용 및 활동 시 유의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사회적 농업 실천 및 농장 운영 가이드로서 활용되고 있음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농업 개념, 사례 

관련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농장의 생산품 소개 및 판매, 정책 

및 해외사례 자료를 담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인 사회적 농업 플랫폼

(socialfarm.kr)을 마련하였음

 4개 시·도의 사회적 농장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약 2,400명)에게 

돌봄, 고용,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기준 보조강사, 행정·

관리직을 포함하여 사회적 농장 내 고용 및 지역사회 취·창업 지원을 통해 

총 197개 직·간접 일자리2)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한편, 사회적 농업을 위한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담은 「농촌공동체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국가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단위 법률 근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차원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 법규를 마련해 

가고 있음

2)  사회적 농장의 대표 사례로 횡성언
니네텃밭(18명), 원주생명농업(11
명),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11
명) 등

 출처 :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https://socialfarm.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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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2019.5.8), 충청남도(2019.12.30), 전라북도(2020.11.13), 경상

북도(2021.4.1), 울산광역시(2021.7.8), 서울특별시(2021.7.16),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1.7.16), 강원도(21.10.29)

 특히 충청남도·제주도·경상남도는 지방비를 재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 활동 

확산을 위해 자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농촌 복지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성하여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3)

- 경남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사업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개발, 홍보, 농장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 치유·재활을 통한 사회적응을 목표로 하는 ‘돌봄형’과 

권역별 특화시킨 사회적 농장을 육성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의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고용형’

2) 사회적 농업 실행체계

 사회적 농업의 실행체계는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

복지과)’, 정책추진 지원조직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사회적 

농장에 대한 현장 교육 및 네트워크 중심기관인 ‘거점농장’,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 등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농장 홍보·네트워크 지원,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심포지엄,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주관·참여 지원,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과 희망 농장주를 대상으로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복지·교육·보건기관과 농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며, 지역 내 

사회적 농장 활동을 점검하고 홍보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의 발굴·운영을 위한 자문과 교육 참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홍보지원, 행정지원 등이 있음4)

-  (자문) 거점농장 A는 지역 내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를 희망하는 ○○면에 소재 B농장의 계획을 위해 ○○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해당 면 내 경증치매노인 대상으로 농업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3]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 

정책의 실행체계

3)  홍성군 장곡면은 오누이친환경마
을협동조합과 장곡면 2030학습공
동체가 중심으로 마을의 5개 농장
(정다운 농장, 란앤정농장, 두리농
장, 조아라농장, 협동조합 젊은협업
농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
합,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홍성
군 귀농귀농귀촌센터, 부녀회, 노인
회가 지원조직으로, 장곡면사무소, 
보건지소, 지역사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음

4)  소셜팜아카이브 https://socialfarm.
info/basefarm_role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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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거점농장 A는 ‘사회적 농업 추진사례’에 대한 관련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개념, 국내외사례, 보건복지연계 등 주제로 교육 진행

- (권역내 사회적 농업 참여농가 발굴) 거점농장 A는 활동희망농가 B에게 △월 △일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이후, 농가가 작성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에 대한 자문

- (권역내 사회적 농장을 위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거점농장 A는 권역 내 아동

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 학대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

- (모니터링) 거점농장 A는 권역 내 사회적 농장 C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경청

하고 향후 협력사항을 논의

- (홍보) 거점농장 A는 권역 내 사회적 농업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 기자와 협력하여 

권역 내 사회적 농장 소개 및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회적 농장 및 관련 기관·담당자를 위한 (현장)자문 및 교육을 운영하고, 

공공·민간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 운영에 참여하고, 대상별 

사회적 농업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의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자문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음

- (권역 내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거점농장 A는 자살 유가족 대상의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월 1회, 1년),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5)

- (매뉴얼 개발) 거점농장 A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들을 위해 농촌지역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환경, 지역문제 해결방안, 

사회적 농업 활동 추진체계, 사회적 농장 주요 이용자 이해, 사회적 농장 활동 

방안 및 사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사례 등을 주제로 한 매뉴얼을 개발

3. 사회적 농업 국가 단위 지원체계 사례 (네덜란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네덜란드는 1998년 

75개였던 돌봄 농장이 현재 

1,400여개로 증가하였는데6), 

돌봄농장은 ‘다기능 농업 및 돌

봄 사회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농업 부문과 보

건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거시

적인 조건의 작동과 광범위한 

지원정책 구조의 결과로 평가됨(김정섭, 2019)

 사회적 농업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이 돌봄과 결합되며 부문 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회적 혁신의 실천’으로,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림4]  사회적 농장의 사회적 

농업 매뉴얼 사례

5) 협동조합 행복농장 활동자료를 참고

6)  P e o p l e  w i t h  D e m e n t i a 

F ind Fresh ‘Mean ing in 

Life’ st Dutch Care Farms. 

(Alzheimer’s News Today, 

2020.1.15.)

출처 : Hassink(2017); 김정섭(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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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의 초기 과제였음(김정섭, 2019)

 네덜란드 내 개별 혁신사례인 사회적 농장이 증가하면서 레짐 수준의 정책 

및 제도 또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확산은 개별적-

지역적-국가적 수준의 혁신을 의미함

 네덜란드의 급속한 사회적 농장의 확산에는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이 돌봄이라는 부문과의 결합을 

통해 혁신사례를 만들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지원 체계인 

‘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The Dutch 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and Care)’가 초기에 운영되었음(김정섭, 2019)

출처 : Hassink(2017); 김정섭(2019)에서 재인용

  2010년에 설립된 국가 단위 조직인 케어팜 연맹(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Health)은 국가조직 네덜란드 농업부와 보건복지부와 연계

하여 1999년에 설립된 케어팜 국가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이관 받아 

돌봄 농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김성학·장주연, 2017)

출처 : 김성학·장주연(2017)

[그림5]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검토 틀

[그림6]  네덜란드 케어팜 지역 

네트워크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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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케어팜 연맹은 돌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케어팜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 관리감독,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 및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음(김성학·장주연, 2017)

 12개 주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지원조직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조직은 농장의 사회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절차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김성학·장주원, 2017)

 네덜란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지만, 

초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에서 지역단위 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국가 및 

지역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 돌봄 농장의 수가 급증함

4. 사회적 농업 국가 지원체계 구축 과제

 사회적 농업 선도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개별농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돌봄 농장의 설립, 안정적인 운영 

및 확산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농장)을 위한 재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하고, 운영과 관련된 지원은 지역단위 조직(거점농장 등)이 맡고 있는 

형태임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장의 

실험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은 개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농장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역단위 지원조직인 

거점농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

  또한, 사회적 농장, 공동체 등이 농업을 매개로 복지·교육·고용 등 다양한 

부문과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결합이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화되고 고도화된 체계가 필요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서비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기부금·후원금 등 재원 확보, 실태조사 및 정보망 구축과 같은 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장 등 서비스 제공 주체의 지원·평가·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조사·연구,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 주체 육성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임

 이와 함께, 창업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상품 상업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 창업 및 사업화 지원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단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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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모델 마련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지원체계를 통해 거점농장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지원체계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지원센터는 권역 내 개별농장들이 전문적으로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농장의 역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함

 사회적 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다기능 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 모델’을 정립하는 기능을 우선 수행해야 함

②  다양한 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다부처의 제도적인 혁신이 

가능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③  국내에 사회적 농업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주체-취약계층-

지역주민 모두가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

④  전문화되고 양질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유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활동의 

관리 및 점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⑤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의 공동브랜드와 사회적 농장 

인증제 운영, 홍보 등의 역할도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장주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 농장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자료 : 필자 작성

[그림7]  사회적 농업의 지원체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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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농장의 자립적인 운영모델의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도 주요 역할로 검토해 나가야 함

 사회적 농장주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국가 바우처사업과 연계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농장주에게 지원

하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 나가야 함

 국가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 등록된 

농업인과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취약계층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수요자에게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을 소개해주고, 사회적 농업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농장을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그림8]  공급자의 경제적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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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and challenges of social farming support 
system at a national level

Won-jee Cho, Research Fellow

Young-mo Hwang, Research Fellow

  ‘Social farming’ is a farming practice offering care service, education, 

economic activity to the disadvantaged. In Korea, 105 social farms or 

communities practice social farming. There are 15 social farms in Jeollabuk-

do. 

  It is not easy for the social farms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without 

government subsidies. They have the limitations that prepare and provide 

specialized programs. 

  In June, Jeonbuk was selected as a construction project area for ‘The Rural 

Socioeconomic Service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 which fosters social 

farms, local communitie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so on to 

address socioeconomic service issues in rural areas 

  At a national level, it enable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farms to 

provide with the vulnerable social service in rural regions. Collaborating 

with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social farming would contribute to 

agricultural changes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To revitalize social farming in Korea, the center develops a support planning, 

raises funds(subsidies, donations, contributions), conducts research on 

social farming and service program, constructs an information network, 

manages social farming support·evaluation, trains professionals, promotes 

social farming, and so on. In addition, it offers a startup program to farmers, 

commercializes social farms’ products, supports social farms’ promotion and 

market development, develop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social farming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financially supported social farms, 

but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farms are financially independent. The 

voucher service could be a vital source of social farmer’s income when the 

disadvantaged use social farming service in the voucher payment process. 

The center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platform connecting the 

disadvantaged to social farms. 

Key Words   social farming, the rural socioeconomic service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social farming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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