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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인간은 사회  동물로서 타인과의 빈도나 

계의 질이 행복에 큰 향을 미치므로 인간의 행복지

수를 높이기 해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

동체 활성화를 해 해외에서는 이웃들끼리 자연스럽

게 만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결합

과 화합을 증 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

(community garden)을 주목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농업은 아직 부분이 개인

인 범 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본격 인 공동체로 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잃

어버린 도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기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도시농부 커뮤니티 어 리

이션을 디자인하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도시농업에 

해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활성

화 요인을 도출하여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사례에서 

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련된 활동을 정리하 다. 이

게 정리된 활동들을 심으로 기능을 도출하 고, 

문가 인터뷰를 통해 주요 기능을 국내실정에 맞게 

보완하 으며, 타겟 유 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체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 인 니즈를 발굴하여 최

종 기능으로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동

체 활성화 요인별로 1개의 기능을 선정하여 인터페이

스 로토타입을 디자인하 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시농부 커뮤니티, 인터

페이스 디자인

Abstract

Vitalizing a community i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human being’s happiness degree because 

the relationship quality with others affect to the degree. 

For such a reason, the community garden was 

considered as a good way to vitalize a community in 

other countries and the urban farmers’ community garden 

has been promoted in Korea. However, the urban 

farmers’ community gardens have not vitalized the 

community so far whereas the community gardens in 

other countries have done. Therefore the authors of this 

paper designed an SNS-based application to support the 

vitalizing of the urban farmers' community.

First, the authors reviewed literature to understand 

what the community and the urban farmers’ community 

garden. Second, the authors collected the factors for 

vitalizing a community from the previous research and 

analyzed the cases of community garden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collected factors. Third, the 

authors developed functions that might vitalize the urban 

farmers’ community and enhanced them by the expert 

interview and target user interview. Finally, the authors 

designed five user interface prototypes for five functions 

selected from five factors.

 

Keyword 

Social Network Service, Urban Farmers' 

Community, Inte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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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목

오늘날 도시민들은 아 트에서 거주하는 핵가족이

부분이며, 1인 가구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빠르게 개인화되고 있는 환경에

서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어려우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도시를 더욱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경제 력개발기

구(OECD) 행복지수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부문1)

에서 최하 인 34 에 머물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부

족하다는 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사회  동

물로서 타인과의 빈도나 계의 질이 행복에 큰 

향을 미치는데, 이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행복지수를 높이기 해서는 공동체의 활

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

기 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을 주목해왔다. 커뮤니티 가든이란 도시에서 원 나 

농작물을 개인, 혹은 공동의 이익을 해 경작하는 

곳으로(Glover, Shinew & Parry, 2005), 이웃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결합과 화합을 증 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Twiss, 2003; Armstrong, 2000).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도시농업이라는 이

름으로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는 

활동이 있다. 도시농업은 최근 몇 년간 안 한 먹거

리 생산이나 여가, 휴식의 목 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채윤경, 2012), 정부에서도 2012년 련법을 

시행하고 각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분 개인단 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격 인 공동체로 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농업을 공동체 활

성화라는 사회  목 에 특화시켜 발달시킨다면, 삭

막한 도시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기반 ‘도시농부 커뮤니티’ 어

리 이션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

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시농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율 으로 공동체를 운 해 나가는 것을 도움으로

써, 궁극 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성공 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 한다. 

1)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19개 세부 지표  환경·생태 유지 가

능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빈도 등이 반 된 항목

1.2. 연구방법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한 방

안을 모색하기 해 먼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와 그 기능을 살펴보고,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알아

보았다. 그 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에는 무엇

이 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 게 선정된 공동

체 활성화 요인이 도시농업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 정리된 각 활동들을 어 리 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선정하고, 각 기능이 국내의 도시농업 

공동체에 용하기 합한지 검증하기 해 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련된 추가

인 니즈를 도출하기 해 타겟 유 를 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기

능들이 구 된 어 리 이션의 인터페이스 로토타

입을 디자인하 다.

2. 공동체와 도시농업

2.1. 공동체의 의미  기능

공동체는 인간에게 심리 인 연 감, 소속감 등의 

가치를 제공한다(박태동, 2006). 인간은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으며 이웃과 공유하

는 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계를 이루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본요건임을 의미한다(손세 , 2002).

박태동(2006)은 이러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실을 사회의 근본 인 문제 으로 보고 공동체

의 기능을 사회 , 경제 , 행정  기능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먼  공동체의 사회  기능은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활동의 장

으로서의 기능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 기능을 말한다. 두 번째, 경제  기능은 이웃 간의 

생활정보 교류의 기능과 구성원들 간에 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말한다. 세 번째 행정  

기능은 자치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공동체의 이러한 가치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공동체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차 사라지고 있다.

2.2.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도시농업의 역할

과거 농경사회 던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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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Los Angeles

홈페이지 http://www.thelearninggarden.org/

사진

주요활동

d 양, 원 , 경작에 한 교육 로그램 실시

e 온라인에 커뮤니티의 상황, 일정을 상세히 공유 

e 커뮤니티 활동에 한 비정기  뉴스 터 발간

d / e 멤버끼리 매주 음식을 나눠먹는 행사 개최

치 Milwaukee

홈페이지 http://lg35communitygarden.blogspot.kr/

사진

주요활동

e

멤버들이 공유한 시피나 농사 정보를 책으로   

출 하는 로젝트를 진행하여 멤버들의 극   

 참여를 유도

단으로의 목 이 강했지만 농업 생산의 특성상 공동 

생산, 업 활동 등으로 인해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

럽게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문명은 이러

한 농경사회를 축소하면서 도시민들의 생활을 개인화

시키고 사회를 삭막하게 변화시켰다.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공동체  삶이 재조

명받기 시작하면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서가 아닌 정

서  안정, 공동체 회복이라는 기능으로서 다시 활성

화 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 으로 도

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도시농업이란 통

인 농업과는 다른 목 을 가지고 있다. Madaleno & 

Gurovich(2004)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농사 목 에 따

라 통 인 농업과 구분하 는데, 농업인의 농업은 

상업을 목 으로 하지만 도시민의 농업은 안 한 먹

을거리를 한 자 자족 인 텃밭이나 취미를 목 으

로 한다고 하 다. 한 이동 (2013)은 도시농업이 

도시  도시근교에서 이루어지며, 농업의 다원  기

능을 추구하고, 도시의 공동체 회복을 목 으로 하는 

농업활동이라고 정의하 다.

최재순, 김진덕(2009)은 농업이 지닌 공동생산과 

업 활동의 특성이 도시농업에도 반 됨으로써 도시

민들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임미정, 

이은희(2011)는 도시 텃밭이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

키기 해서는 텃밭 사용자들 간에 함께하는 공동 

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들의 연구

를 통해 도시 농업을 통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의 참여와 세  간

의 소통까지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체 활성화 요인  사례조사

3.1. 공동체 활성화 요인

커뮤니티 가든에서의 공동체 활성화와 련된 연

구로는 Firth(2011), Teig(2009), Kingsley & 

Townsend(2006)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를 바

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총 5가지로 요약하

다. 먼  커뮤니티가 지자체나 공공기 과 력하고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필요하며(Firth, 2011; Teig, 

2009), 경험이나 수확물의 공유를 한 로그램과 행

사가 요하다고 하 다(Firth, 2011; Kingsley & 

Townsend, 2006). 한 커뮤니티를 조직 으로 리

할 리더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간의 집단의사결정이

나 친목도모, 정보와 조언을 나 기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Teig, 2009; Kingsley & Townsend, 

2006)는 요인들이 있었다. [표 1]은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5가지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No 공동체 활성화 요인

a 지자체나 공공기 과의 력

b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

c 리더의 리

d 로그램  행사진행

e 네트워크 형성

 [표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활성화 요인

3.2. 커뮤니티 가든 사례조사

미국 커뮤니티 가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든 총 10곳을 선정하여 사례로 삼고, 각 커뮤니티

의 활동 에 공동체 활성화요인(a~e)과 련된 활동

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 The Learning Garden

· St.Francis Community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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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Seattle

홈페이지 http://ballardppatch.org/

사진

주요활동

a
시애틀로부터 경작정보와 농업 련 문가, 운

 자  지원받음 

a 지역에 직  Ballard Food Bank 설립, 운

d

‘Art in the Garden’ 로그램을 통하여 술가들

의 재능기부를 통해 커뮤니티의 활동을 한 모

을 조성

치 Omaha

홈페이지
http://www.localharvest.org/gifford-park-community

-garden-M21953

사진

주요활동

c 매년 투표를 통해 운 진 선출 

d 어린이 교육 로그램 진행

e 1989년부터 매월 성과에 한 뉴스 터 발간

e
가든 심에 테이블이 있어 친목도모의 장소로   

활용하며 종종 행사의 장소로도 기능

치 Anacortes

홈페이지 http://anacortescommunitygardens.org/

사진

주요활동

b
커뮤니티 가든을 시작하려는 외부의 사람들에    

게 멘토로서 커뮤니티 가든의 설립을 도움

e
멤버마다 매년 8시간씩 커뮤니티에 자원 사    

하는 제도로 운

e 뉴스 터로 기부 황 등 커뮤니티 소식 달

치 Atlanta

홈페이지 http://www.ugaurbanag.com/

사진

주요활동

b 수확물 일부를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부

e
홈리스들이 모인 쉼터에서 운 하며, 수확물을  

함께 먹기 해 홈리스들이 직  경작 

치 Arlington

홈페이지 http://www.arlingtoncommunitygarden.org/

사진

주요활동

a
지역 푸드뱅크에 수확물을 기부하는 로젝트 

진행

d 아이들에게 유기농업에 한 수업 진행

d / e
멤버들이 함께 수확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피를 공유하는 행사 개최

치 Brooklyn

홈페이지 http://www.feedbackfarms.com/

사진

주요활동

b / e
직  경험하고 실험하여 얻은 도시에 특화된 농

업정보를 문서화하여 온라인에 공유

· Ballard P-Patch

· Atlanta Urban Garden

· Arlington Community Garden

· Gifford Park Community Garden

· Anacortes Community Gardens

· Feedback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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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Boston

홈페이지 http://lincolnshire.mastergardeners.org

사진

주요활동

a 공원의 청소나 안내와 같은 자원 사 실시 

d 교육목 의 이벤트와 헬스 페어 개최

e
텃밭 당 두 세 명이 을 이루어 공동경작하고 

 마다 텃밭 리에 필요한 역할을 매달 분담 

치 Temple Terrace

홈페이지 http://www.templeterracecommunitygarden.com/

사진

주요활동

c

Planning Committee라는 자치운 회가 모든   

가드닝 활동을 계획하고 의사 결정을 하여    

효과 으로 커뮤니티 리

e
온라인으로 농사에 한 정보 공유를 하고 이웃 

간의 소식 달 활발

· Temple Terrace Community garden

· Central Park Community Garden

4. 공동체 활성화를 한 어 리 이션 디자인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활발하게 하기

한 방안으로 양방향 커뮤니 이션에 을 두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김민정, 최윤정. 2012)를 

활용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며,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강정화, 2011). 

한 실외에서 여가를 목 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형

태로 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시간이나 장소에 상 없이 인터넷에 속

해 정보를 찾을 수 있어(Dey, 2001) 실외에서도 즉각

인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4.1. 기능선정

앞서 사례를 통해 조사한 각 커뮤니티의 활동을 

살펴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해 커뮤니티 간에 서로 

유사한 활동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어 리 이션의 주

요 기능으로 선정하 다. 

 

활성화

요인
주요 기능 세부 기능

a. 지자

체나 공

공기 과

의 력

지자체나 공

공기 의 지

원받기

토지 분양 도움받기

도시농업 문가와의 연결 지

원받기

지자체에 

력하기

수확물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이나 단체에 기부하기

b . 다 른 

커뮤니티

와의 교

류

이웃 커뮤니

티와 나 기

다른 커뮤니티와 경험  노

하우, 로그램 공유하기

여러 커뮤니티가 모여 수확물 

장터 열기

c. 리더

의 리 

운 진 혹은 

리더 선출하

기

커뮤니티 리를 담당하는 운

진이나 리더를 투표로 선출

하기

공동의사 결

정하기

공동 사안에 한 구성원의 

의견을 묻기 한 투표를 실

시하기

d. 네트

워크 형

성

일정공유하기
경작 일정  행사 일정 공유

하기

정보공유하기
경작정보와 노하우 공유하기

시피 공유하기

 구성  

역할 분담하

기

을 매칭 시켜주기

커뮤니티 내에서 각 이 맡

은 역할을 명시하기

친목도모 공

간 만들기

구성원만의 친목 게시 과 사

진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e. 로

그램  

행사진행

교육 로그

램 진행하기 

경작체험 로그램 실시  

견학 로그램 실시하기

텃밭소리 개

재하기

공동체의 소식을 정리한 ‘텃

밭소리 ’개재하기

내부행사

개최하기

수확물로 음식 함께 만들거나

만든 음식 나눠먹기

[표 2] 어 리 이션 주요 기능과 세부 요소 

4.2. 기능 검증  보완

4.2.1. 문가 인터뷰

앞서 선정된 주요 기능들과 각 기능의 세부요소들

을 검증하여 국내 도시농업 환경에 맞추어 용될 수 

있도록 문가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

터뷰는 국내 도시농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강동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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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텃밭자치회 책임자와 이루어졌다. 인터뷰 결과, 

어 리 이션 주요 기능의 필요성은 모두 확인되었으

며, 다만 일정 공유하기, 텃밭소리 개재하기, 내부행사 개

최하기 등의 주요 기능 부분은 [표 3]과 같이 보완되었다. 

주요 

기능
황 보완 방향

일정 

공유하기

리더가 매번 문자로 구

성원들에게 송하고 

참여여부  문자로 받는

것이 번거로워, 사

악이 어려움.

일정을 클릭하면 

련일정 참석여부 

묻고 참여자 보여

주어 사 악 쉽

게 하기.

텃밭소리 

개재하기

텃밭의 소식과 사건 뿐 

아니라 경작 경험도 엮

어서 출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

한명이 소식을 개

재하는 신 구성

원 모두가 텃밭일

기를 번갈아 쓰고, 

이를 일로 내보

내는 기능 구 .

내부행사 

개최하기

구성원들의 로그램에 

한 의견을 반 하여 

모두가 원하는 로그

램을 만들고자 하는 욕

구가 큼. 

구성원들이 원하는 

로그램을 직  

기획하는 기능 추

가.

[표 3] 문가가 보완한 주요 기능의 세부요소

4.2.2. 타겟 유  인터뷰

문가 인터뷰로 검증된 기능을 사용자 측면에서 

더욱 보완·발 시키기 하여 타겟 유  인터뷰를 실

시하 다. 타겟 유  인터뷰는 노들텃밭에서 도시농업

을 하는 ‘ 이’ 구성원 5명과 이루어졌다. 이는 

‘ 릇한 믄이’의 임말로 2011년 12월 결성된 20 , 

30  텃밭 청년들의 모임이다.

[사진 1] ‘ 이’ 인터뷰

인터뷰 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한 새로운 니즈

가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b) 측면에서 [표 4]와 같

이 도출되었다.

황 도출된 니즈 추가 기능

“농사일은 바쁠 때

는 매우 바빠 일손

이 부족하지만, 부

족할 때 마다 구성

원을 하게 추가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불편해

요.“

품앗이가 필요함. 즉, 

일손이 남는 커뮤니

티에게 도움을 청해 

인력을 보충하고 반

로 자신들의 커뮤

니티에 이  도움을 

받았던 커뮤니티가 

바쁠 때 도와 다면 

효율 인 농업이 가

능할 것으로 보임. 

품앗이 기

능. 즉, 다

른 커뮤니

티와 일손 

공유하기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비정

기식 지역모임 주

에요. 정기 으로 

만나 공동 텃밭을 

하나의 문화로 발

시키고 싶어요.“

정기 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

음. 그래서 함께 공

동텃밭경작을 문화로

써 발 시켜 나가도

록 하고 싶음.

지역단 로 

커뮤니티간

의 정기

인 모임 개

최

[표 4] 구성원들의 공동체 활성화 련 니즈

4.2.3. 최종 도출된 기능

문가 인터뷰와 타겟 유  인터뷰를 통해 보완된 

기능들을 추가하여 최종 기능으로 [표 5]와 같이 정

리하 다.

                                         추가, 보완된 기능

활성화

요인
주요 기능 세부 기능

a. 지자

체나 공

공기 과

의 력

지자체나 공

공기 의 지

원받기

토지 분양 도움받기

도시농업 문가와의 연결 지

원받기

지자체에 

력하기

수확물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이나 단체에 기부하기

b . 다 른 

커뮤니티

와의 교

류

이웃 커뮤니

티와 나 기

다른 커뮤니티와 경험  노

하우, 로그램 공유하기

여러 커뮤니티가 모여 수확물 

장터 열기

다른 커뮤니티와 일손 공유하

기 (품앗이 기능)

지역단  커뮤니티간의 정기

 모임 개최하기

c. 리더

의 리 

운 진 혹은 

리더 선출하

기

커뮤니티 리를 담당하는 운

진이나 리더를 투표로 선출

하기

공동의사 결

정하기

공동 사안에 한 구성원의 

의견을 묻기 한 투표를 실

시하기

d. 네트

워크 형

성

일정공유하기

경작 일정  행사 일정 공유

하고 참석 여부와 참여자 보

여주어 사 악이 쉽게 하기

정보공유하기
경작정보와 노하우 공유하기

시피 공유하기

 구성  

역할 분담하

기

을 매칭 시켜주기

커뮤니티 내에서 각 이 맡

은 역할을 명시하기

친목도모 공

간 만들기

구성원만의 친목 게시 과 사

진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e. 로

그램  

행사진행

교육 로그

램 진행하기 

경작체험 로그램 실시  

견학 로그램 실시하기

텃밭소리 개

재하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텃밭일

기를 작성하며 공동체 소식을 

공유하기

내부행사

개최하기

수확물로 음식 함께 만들거나

만든 음식 나눠먹기

구성원들이 원하는 로그램

을 직  기획하기

[표 5] 어 리 이션 최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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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활성화 요인별 인터페이스 로토타입 

5개의 요인별로 1개씩의 기능을 선정하여 인터페

이스 로토타입으로 디자인하 다.

4.3.1. 요인 a의 인터페이스

요

인
세부 기능 시나리오

a

도시농업 문

가와의 연결 지

원받기

기르던 토마토가 잎이 게 되고 

열매가 썪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도시농업 문가와 컨택하여 상통

화를 통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

받는다.

➊ 메인화면에서 

문가 연결 기능 

실행

➋ 연결 가능한 

문가 목록 확인 후 

선택한 문가와 

연결

➌ 화를 걸어  

상통화로 연결

➍ 썩기 시작하는 

토마토를 상으로 

보여주며 문가의 

상담을 받음

➎ 문가가 추천
하는 양제 매 

사이트의 링크 주

소를 문자로 보내

➏ 문가와의 

상통화를 끊고, 링

크된 주소로 들어

가 양제를 구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로 농업에 한 문

인 지식이 부족한 도시민들에게 지자체나 공공기 의 

문가들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주어 농사를 지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4.3.2. 요인 b의 인터페이스

요

인
세부 기능 시나리오

b

다른 커뮤니티

와 일손 공유하

기 (품앗이 기

능)

에 심은 고구마를 수확하려는 텃밭 

공동체 A는 가을 수확철이 되자 일손

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텃밭 공동

체 A에서는 고구마 수확일에만 일손

이 필요하므로 다른 공동체의 일손을 

빌리기 해 커뮤니티에 품앗이 요청 

을 올린다. 이를 보고 공동체 B에

서 품앗이 신청을 하고 실시간으로 

일정과 인원에 한 논의를 하여 

의한다.

➊ 품앗이 기능을 

실행하여 자신의 

텃밭의 수확일 일

정과 필요한 인원

수를 올리고 품앗

이 요청

➋ 이 을 보고 

있던 다른 공동체

에서 품앗이 공유

를 신청 메시지를 

보냄

➌ 신청을 수락하

고 실시간 메신

를 통해 서로 일손

이 필요한 날짜와 

필요한 인원수를 

논의

평소에는 일손이 남지만 에 씨 뿌리는 시기나  

수확철과 같은 특정일에만 일손이 부족한 텃밭 공동

체의 고민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를 통해 품앗

이로 해결해  수 있고, 이로써 다른 공동체와의 자

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

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4.3.3. 요인 c의 인터페이스

요

인
세부 기능 시나리오

c

커뮤니티 리

를 담당하는 운

진이나 리더

를 투표로 선출

하기

다음 해의 텃밭 공동체를 이끌어 갈 

운 원장을 선출하기 해 모임방

을 개설하자 후보에 오르기 원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로필을 올린다. 

구성원들은 후보자 리스트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보고 실시간 토론방에서 

후보자에 한 의견 교류를 나 다. 

최종 으로 투표를 하여 운 원장

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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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운 원장 선

출을 한 모임방 

개설

➋ 후보자들이 

로필 등록

➌ 실시간 토론 방

에서 후보자에 

한 의견을 나 고 

최종 투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류하

고 투표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간편하게 수

렴할 수 있어 공동체의 운 을 좀 더 수월하게 도와

다.

4.3.4. 요인 d의 인터페이스

요

인
세부 기능 시나리오

d

경작 일정  

행사 일정 공유

하고 참석 여부

와 참여자 보여

주어 사 악

이 쉽게 하기

수확이 끝나고 이번 가을에 수확한 

작물들로 함께 요리를 하고 나 는 

‘수확물 나 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한다. 내가 속해 있는 텃밭 공동체의 

행사 일정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표시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공

유한다.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

들과 행사에 한 의견을 나 다.

➊ 텃밭일정에 들

어가서 행사 일정

을 확인

➋ 수확물 나 기 

행사를 선택하고 

참여하기를 선택

➌ 수확물 나 기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행사진

행에 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음

텃밭 공동체의 경작일정이나 행사일정을 공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석자를 보여 으로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행사에 함께 참여

하는 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행사에 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행사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돕

는다.

4.3.5. 요인 e의 인터페이스

요

인
세부 기능 시나리오

e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텃밭일기를 

작성하며 공동체 

소식을 공유하기

해마다 진행되는 ‘수확물 나 기 행

사’에 참여한 구성원이 이날 행사의 

반 인 진행상황과 사진을 어서 

올리기 해 앨범을 하나 만들고, 

텃밭 일기를 올린다. 이 앨범에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기와 사

진을 함께 올려서 댓 을 달고 공유

한다.

➊ 텃밭일기 화면

에서 앨범 만들기 

선택. 

➋ ‘수확물 나 기’

라는 제목의 앨범 

안에 오늘 일기를 

작성

➌ 같은 앨범 안에 

다른 멤버가 작성

한 사진과 일기가 

올라오면 댓 을 

달고 함께 참여

기존에는 로그램 진행과 기록에 한 업무를 운

진이나 리더가 개별 으로 진행해 왔지만 텃밭일기

를 함께 쓰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

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들 간의 공

동체 활성화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

부 커뮤니티 어 리 이션의 인터페이스 로토타입

을 디자인하 다. 이를 해 먼  도시농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공동체를 활성

화 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

리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미국 커뮤니티가든의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어 리 이션에 구 할 기능을 1

차 으로 도출하 다. 그리고 도출된 기능을 바탕으

로 문가 인터뷰와 타겟 유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

완·발 시킴으로써 그 유용성을 더욱 강화한 후, 최

종 인 인터페이스 로토타입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터페이스 로토타입은 스

마트폰의 휴 성과 SNS의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 이

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즉각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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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와 효율 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수 있

도록 디자인 되었다. 따라서 많은 도시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함께 경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도시의 공동체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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