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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텃밭, 옥상 등)의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연간 70명 연간 8,566명

주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담당 유현진,김은정 ☎ 729-4022(4027)

협조부서

협력체계 다문화지원센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시민참여 홈페이지, SNS 등 웹소통

□ 정책목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농원 및 도심 속 자연친화적 텃밭을 만들어 시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 및 건전한 생활문화 창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개    요
❍ 사 업 량: 2개소(시민농원 조성 / 도심 속 유휴공간 텃밭 조성)

    ∙ 시민농원 조성 및 확대: 83,000㎡(조성 후 추가 확대 130,000㎡)

    ∙ 도심 속 텃밭 조성: 노지 및 상자 텃밭 연 5개소/누계 45개소(도심 속 유휴공간 발굴)

  ❍ 추진근거: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14조

  ❍ 사업내용: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농원 및 도심지 자연친화적 텃밭 조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간 ∘ 시민농원 조성, 도심 속 텃밭 조성

2019년 연간 ∘ 시민농원 확대 조성, 도심 속 텃밭 조성

2020년 연간 ∘ 시민농원 확대 조성, 도심 속 텃밭 조성

2021년 연간 ∘ 시민농원 확대 조성, 도심 속 텃밭 조성

2022년 연간 ∘ 시민농원 확대 조성, 도심 속 텃밭 조성

2023년이후 지속 ∘ 시민농원  운영, 도심 속 텃밭 조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2,880 1,095 1,535 135 391 425 384 200 25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시민농원 확대 운영 83,000㎡ 93,000㎡ 100,000㎡ 104,381㎡ 104,381㎡ 누적

도심 속 텃밭 조성 25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31개소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시민텃밭분양 207개 단체,
11,237명

52개 단체, 
3,785명

54개 단체.
2,879명

52개 단체,
2,952명

49개 단체,
1,621명

49개 단체,
1,853명

교육형텃밭운영 5,308명 1,385명 2,107명 1,299명 1,435명

농사체험장 운영 14,927명 4,348명 4,592명 *3,439명 *5,871명 *비대면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 3,916명 1,123명 1,074명 876명 *1,783명 *비대면

도심 속 텃밭 현장순회 교육 290회 50회 60회 120회 110회

    ∙ 사업추진상황 

시민농원 조성 교육형텃밭운영 농사체험장 운영

도심 속 텃밭 조성 도심 속 텃밭 현장순회교육 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시민농원 확대 면적
연간 도심속 텃밭 조성 수 50 83,000㎡

25개소
83,000㎡
25개소 100

2019년 시민농원 확대 면적
연간 도심속 텃밭 조성 수 50 93,000㎡

30개소
93,000㎡

누계 55개소 100

2020년 시민농원 확대 면적
연간 도심속 텃밭 조성 수 계속 100,000㎡

30개소
100,000㎡

누계 85개소 100

2021년 시민농원 확대 면적
연간 도심속 텃밭 조성 수 계속 120,000㎡

30개소
104,381㎡

누계 115개소 87

2022년 시민농원 확대 면적
연간 도심속 텃밭 조성 수 계속 130,000㎡

30개소
104,381㎡

누계 146개소 80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 민 참 여

2018년 시민농원 확대 및
도심 속 텃밭조성

◦ 1월~4월: 시민농원 조성-83,000㎡ 
◦ 3월~4월:도심 속 텃밭 25개소 조성

2019년 시민농원 확대 및
도심 속 텃밭조성

◦ 1월~4월: 시민농원 추가조성(10,000㎡) - 누적 93,000 ㎡
◦ 3월~4월:도심 속 텃밭 30개소 조성 – 누적 55개소

2020년 시민농원 확대 및
도심 속 텃밭조성

◦ 1월~4월: 시민농원 추가조성(7,000㎡) - 누적 100,000 ㎡
◦ 3월~4월:도심 속 텃밭 30개소 조성 – 누적 85개소

2021년 시민농원 확대 및
도심 속 텃밭조성

◦ 5월: 시민농원 추가조성(4,381㎡) - 누적 104,381㎡
◦ 3월~4월:도심 속 텃밭 30개소 조성 – 누적 115개소

2022년 시민농원 확대 및
도심 속 텃밭조성

◦ 1월~4월: 시민농원 운영- 누적 104,381㎡ 
◦ 3월~4월: 도심 속 텃밭 30개소 조성 – 누적 146개소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고향텃밭 참여자 모집 100세대 선정 

보건소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원예치료 텃밭 참여자 모집 30세대 선정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텃밭 참여자 모집 100세대 선정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텃밭 참여자 모집 30개 단체 선정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92 2,422 1,095 91 1,391 135 387 462 343 64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4,540 1095 1535 1,910 200 450 460 400 40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시민농원 부지확보 시유지 영농점유 농가 철수 지연 기존 영농점유 토지 인수(면적 30,000㎡) 후 
내년 시민농원 부지 확대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비전성남, 신문, 성남시 홈페이지 홍보 

□ 기대효과 
❍ 원예활동을 통해 식물과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배울 수 있음
❍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삶의 보람과 활력을 제공

  ❍ 텃밭을 일굼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