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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확정
학교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 개선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본격 운영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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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스마트팜 ❙ 디지털농업의 현황과 전망
이슈 브리프 ❙ OECD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품 매개 질병 피해 증가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AFRD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발표
언론 동향 ❙ 구독경제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 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실적(잠정)
• 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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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4.15.)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2021.4.15.]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발표
- (주요 내용)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망 공동이용에 협력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2021.4.15.)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및 서비스]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
-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통신사

지역(해당 지역 내 읍·면)

SKT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KT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U+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술 방식]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지국을 공동
이용하는 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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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N 방식에 따른 5G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안)❙

❍ [망 설계]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
- 이 외에도,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 ↔ 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
❍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2021년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
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2021년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하여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

※ 기술개발 등 필요사항: 품질/장애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공동망관리시스템) 개발, 통신
장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IP 재설정 등

-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
❙연도별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 [기대 효과] 이에 통신 3사가 85개 시 행정동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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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지역 경제ㆍ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확정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4.15.)·행정안전부(2021.4.16.)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확정, 2021.4.15.]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지역경제·민생 가려운 곳 긁어
주는 ‘현장 밀착형’ 4개 분야 61개 과제 선정
- (주요 내용) △경제현장(17건)…자유무역지역‘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등, △시장기회(10건)…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등, △민생현장(17건)…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등,
△주민불편(17건)…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판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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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4.14.)

개요
❍ [관계부처 합동, 학교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4.14.]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2021년 4월 13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
- (추진 배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의 기후
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
❍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지원내용(안)❙
구분

시범학교

중점학교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실 숲,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운영
▪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 학교 숲, 목재활용 교실 개선
운영개념
※ 17차 시 구성(관계부처 ▪ 해양환경 이동교실 제공
▪ 기후변화 체험콘텐츠 제공 등
협업을 통해 개발 예정)

지원내용 ▪ 교당 10백만 원

▪ 교당 150백만 원

▪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

선정방법 ▪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 관계부처 합동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선정·지원
※ 전체 학교 대상
▪ 총 102개교
▪ 총 5개교
선정
학교 수

※ 17개 시도교육청 × 초·
중·고(2개교씩 6개교)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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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
❍ [교육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
❍ [농식품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혀
❍ [환경부]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 [산림청]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
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다짐
❍ [기상청]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자료 :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1.4.15.)

❍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2021.4.15.] 보건복지부는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2021년 4월 14일,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

※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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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1.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2.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 물을 충분히 마시자
4.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5. 아침식사를 꼭 하자
6.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 술은 절제하자
9.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 (주요 내용) △식품 및 영양섭취(1, 2, 3)…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 강조,
△식생활 습관(4, 5, 8)…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기, 술 절제
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시, △식생활 문화(6, 7, 9)…코로나19
이후 위생적인 식생활 정착, 지역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강조
지역
푸드플랜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 취약계층 영양 개선 등 먹거리 복지, 농산물 안전
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
•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 로컬푸드 활용 범위를 확대(직매장-급식-취약계층 지원 등)함으로써 ①농업인
소득증대, ②먹거리 복지 및 안전성 제고, ③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④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로컬푸드

<지역푸드 플랜
추진 지자체(시군구) 수>

<직매장 수>

<직매장 매출액>

※ 영세농(0.5ha 미만) 직매장 참여: (2019) 13천 명 → (2020) 18천 명
※ 직매장 소비자 회원수: (2019) 1,360천 명 → (2020) 4,38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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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
자료 : 국토교통부(2021.4.12.)

❍ [국토교통부, 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2021.4.12.] 국토
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선도조합) 7개소를 선정·발표

※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
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2019년 3개소 →
2020년 32개소 → 2021년 8개소 인가)

- (주요 내용)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
<2021년 선정된 선도조합 현황>
◈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
◈ (대전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
◈ (부산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
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
◈ (아산 꿈자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
◈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안양 명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
◈ (전주 인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

- (향후 계획)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하여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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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 개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14.)

❍ [농식품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 개선, 2021.4.14.] 2021년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

※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민간
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내용을바탕으로규제정비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內 규제사무(1,986건)를 대상으로 2020～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 (주요 내용)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

※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
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2021년 입증책임 법령 정비 목록❙
단계별

분야명

주요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
2021년
상반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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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책동향

단계별

분야명
축산

축산

주요 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규칙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21년
하반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소득보전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동물위생시험소법
질병·안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한 규칙
•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년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개선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관원 방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농관원 콜센터 등을 통해 발급
법률 시행규칙 개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가능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확대
개선 고령농업인 등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읍·면·동에서 발급가능토록 개선
종류(행안부 고시 개정)
기존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사유로 질병·징집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등 외에 임신·분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무(無)
2 확대(임산부 예외 규정
개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마련)
농지 임대차를 허용

3

농지법 시행령 개정

기존 산재 및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에서 제외
농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개선 산재 및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가입대상자 확대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에 포함

4

기존 동물장묘업의 화장로를 민간이 설치 시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화장로 개수를 3개 이하로 규정
설치 기준 완화
개선 민간도 화장로 개수 설치 제한 규정 폐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5

기존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은 행정구역, 산·강,
지리적 표시대상에
연안 해역에 해당
국가영역 확대
개선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영역 추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 9 -

⎗ 정책동향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본격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13.)

❍ [농식품부,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본격 운영, 2021.4.13.]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2021년 4월부터 본격 운영
- (주요 내용)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도시 유휴인력 본격 모집 및 인력 중개 추진,
△농식품부-서울시-농협 협력,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단기 농촌 일자리 지원,
△농작업 참여자에게 사전교육, 교통·숙박·상해보험비 지원

※ 도시구직자 및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2021년 95개 시･군 130개소 설치)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개요>
◈ (도입 목적)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 중이나 농가는 농작업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역 유휴
인력을 선호, 도시 구직자는 농작업 경험 부족, 개별 접촉 한계 등으로 농촌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운영 계획)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서울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 강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별 역할 수행
※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교육 및 도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소개를 해주는 전담 인력 중개센터
- 2주 이상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일용 근로 수요를 선별, 원거리 이동 부담이 있는 도시민에 안정적인
농업 분야 일자리 제공
• (도시형) 도시 구직자를 모집하여 선발한 후 농작업 실습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농촌 일자리 매칭 추진
- 품목별 농작업 특성(정식, 수확, 선별, 전지 등)에 맞는 근로자를 선발하여 그룹화(10~15명)
하고, 팜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현장 농작업 교육 및 애로사항 해소
• (농촌형)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 파악하고,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중개된 인력의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 지원
- 도시민이 2주 이상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작업 수요를 파악, 도시형 인력중개
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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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과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13.)

❍ [농식품부, 유엔개발계획과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 2021.4.13.] 농식품부는 유엔개발
개발계획※(UNDP)과 손잡고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

※ UN 산하기구로, 개도국의 정치･경제적 자립과 경제･사회발전 달성을 목표로 국제 원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

- (추진 배경) 지난해 제5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농업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우리
나라가 4개국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
- (주요 내용) △한·중·러·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농업
위원회를 통해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광역두만지역은 비옥한 대규모 토지를 갖추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

※ GTI(Greater Tumen Initiative):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UNDP 지역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
※※ 소요 예산 및 기간: 5만 달러(한국신탁기금 70% + GTI공동기금 30%), 2021.4～9월
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15.)

❍ [농식품부, 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2021.4.15.] 농식품부는 2021년 4월
13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서명

※ 위원회의 목적, 공동의장, 참석 기관, 개최 시기, 활동내용 보고, 연락 부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한국 측…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 △호주 측…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
관리, 전자 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 △양측…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사항임을 확인, 향후 협력 활동을 구체화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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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수입김치 안전ㆍ안심 대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1.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2021.4.15.] 2021년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
- (주요 내용)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
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 축산 동향

아일랜드ㆍ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9.)

❍ [농식품부,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2021.4.9.]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2021.4.9.~4.29.),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상대국과 협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추진

※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

- (주요 내용)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
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최근(2019.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2020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 중 EU(네, 덴)산은 0.07%(288톤)를 차지하는
수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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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용절차(8단계): 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조사, ⑤ 수입 허용 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 (향후 계획)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 이후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
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광주

• 광주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대상자 모집(2021.4.12.)
- 광주광역시는 농식품 소비위축으로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식품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021년 4월 19일까지 모집하며, 이번 지원사업은
1곳당 2,200만 원씩 5곳의 농식품 제조업체의 생산, 제조, 가공, 조리 설비 등을 지원

부산

• 부산시, 「제3차 부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계획(2021.4.14.)
- 부산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적 관리의 일환으로 「제3차 부산광역시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
※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관리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2년
부터 5년마다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6개 부문 취약성을 분석해
반영하고, 시민들의 적응력을 높일 계획, 특히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 보호하고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와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방침
- 시는 2021년 4월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용역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 관계자 등 30여 명과 함께 자문 및 토론을 거쳐 2021년 말까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

강원

• 강원도,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정책 강화(2021.4.15.)
- 강원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가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강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통시장·소상
공인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대, 평화·폐광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취직’을 보장해 주는 ‘고용·실업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시행, ▲도내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 벤처
펀드, 강원 뉴딜펀드 등 총 1,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Two-Track으로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소상공인 창업의 요람 역할이 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구축·운영,
▲평화지역과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

경기

• 경기도,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태스크포스’ 가동(2021.4.14.)
-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
- 태스크포스는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농업, 에너지 절감, 보급 확산, 실천 운동 등 5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보급, 사업별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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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분과별 주요 활동)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따른 저감기술 개발과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과 탄소저장, 벼 품종육성과 재배법, 콩 이모작 작물심기
체계 연구, ▲(에너지 절감) 도심지 그린 커튼 조성, 스마트 팜, 실내농장, 신재생 에너지 활용,
버섯·선인장 재배시설 에너지 재생·절감 연구, ▲(보급 확산) 벼 저탄소 물 관리 재배, 원예특작
에너지 절감, 축산환경개선 기술 연구·보급, ▲(실천운동) 탄소중립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인력 육성 등

충북

• 충북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무상 제공(2021.4.13.)
- 충청북도는 2021년 4월 14일부터 도내 238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8,317명에게 1인당
주 1~2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
※ (공급방식) 학생 1인당 1회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제조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
-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해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지역 내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
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
- 제공하는 과일은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받은 제철 과일로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
포도·방울토마토·메론·블루베리 등 과일·과채류이고, 농협충북지역본부를 공급주체로 충주
APC(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등 4개 APC에서 가공업체에 공급할 예정
- 또한, 과일간식 가공업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HACCP(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7개 과일간식 납품 적격업체 중 시군에서 공모와 자체 심사를 거쳐
농가생활협동조합(주)와 농협경제지주안성농협농식품물류센터로 선정

충남

• 충남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2021.4.12.)
-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
이번 바우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임가 당 100만 원)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로 구분
- (코로나19 영림지원 바우처 대상) 매출 감소 품목인 버섯류와 산나물류, 악초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지난해 매출액 합이 120만 원 이상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 임야면적이 300㎡∼5,000㎡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농&산촌 지역에 거주
- 신청&접수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임가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사용

전북

• 전북도, 농식품 창업의 요람,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모집(2021.4.13.)
-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농생명산업 창업 활성화와 성공기업 확산을 위한 2021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참가자를 2021년 4월 16일까지 모집
- 현재 모집 중인 창업 초기 대상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단계로, 농생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취업자와
창업 초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생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과 기업수요에 맞춘 실전형 프로그램이 마련
- 창업기업 육성 및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 교육, 멘토링,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획
중인 사업아이템의 계획 평가 등 실전 교육이 진행
- 아울러, 단계별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과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기획서, 사업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평가와 보완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전남

• 전남도, 전남도-농협 상생협력(2021.4.12.)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1년 4월 12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주관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 참석해 농협과 전남도와의 상생협력을 강조
※ 이성희 회장과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와 김영록 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 관내 농협장 등 50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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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임직원의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
- (김영록 전남도지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늘리면서 미래 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KOTRA, 농식품 수출 맞손(2021.4.12.)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1년 4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2021국제농업
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기자재 등 판로개척 협력하기로
- 이번 업무협약은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국제적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에
직면한 농기자재·농식품 생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와 연결해주기 위한 것
- 올해로 5회째인 ‘2021국제농업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선 코트라의 127개 무역관이 직접 검증한
글로벌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으며, 해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인 ‘buyKOREA’의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코트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 경북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전 교육 실시(2021.4.12.)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 4월 12일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정착할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3기 사전 교육 개강식을 실시

경북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은 창농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사전교육, 창업실습교육, 창업지원으로 3단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1단계…‘사전교육’) 2021.4.12일~5.20일까지 이론 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작물재배기초, 수경재배
기술, 스마트팜의 이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
※ (2단계 …‘창업실습교육’) 1년간 진행되며, 첨단 스마트 온실에서 작물의 양분이 되는 배양액 제조
부터 농작물 수확·포장까지 전 과정을 실습
※ (3단계…‘창업지원’) 창농 준비가 완료된 우수 교육생에게 창업비용(보조 150백만 원, 융자(자부담)
200백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

경남

• 경남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20214.13.)
- 경상남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참가자에게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을 지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
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 참가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이며,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 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휴양마을 등 활용)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
- 도내 10개 시군(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15곳의 운영마을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기간은 마을별로 상이

제주

• 제주도,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2021.4.12.)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 4월 14일부터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언택트 시대의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 (교육 일정) 202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5회 과정, (주요 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란 무엇인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준비, ▲농장 유튜브 채널로 제품 홍보하기,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JIBS 기상
캐스터 강서화)와 함께 라이브방송, ▲농산물 판매 전문 채널(카카오톡) 구축 등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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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디지털농업의 현황과 전망 외
[기획] 스마트팜 디지털농업의 현황과 전망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디지털농업의 현황과 전망”(BioINpro 제88호,
2021.3.3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부상 배경>
❍ 2019년 4월, EU 24개 국가는 ‘유럽 농업·농촌을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미래(A smart and sustainable digital future for Europ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s)’를 디지털 전환시대의 농업·농촌 의제로 채택
- 이는 농업·농촌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하는 경제, 사회, 기후·환경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
❍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비례하는 식량수요 확대, 경작지 감소에 비례하는 식량공급
축소 간 불균형 문제의 해소, 즉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전환 등 지구 환경 이슈를
수용하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디지털농업(digital agriculture/farming)에 주목
❙세계 인구 및 경작지 변화 추이와 전망❙

❍ 디지털농업은 기계·컴퓨터의 언어로 표현된, 즉 디지털化된 농업 데이터와 농작업
기술이 결합된 농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등 다양한
용어들 간의 개념 차이, 혼용 문제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농업의
효율성 향상(more with less)을 목적으로 다양한 디지털기술의 도입·활용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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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농약, 에너지, 시점, 지역 등 투입과 농작물 산출의 최적화가 강조되면 정밀
농업(투입·산출의 관계), 데이터과학, 컴퓨팅기술, 자동화기술의 결합에 기반을
두어 인간 노동·경험·지혜가 기계화·인공지능으로 대체됨이 강조되면 스마트
농업(농작업·의사결정의 주체), 농업 全 과정에 있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이 강조되면 디지털농업(정보·소통·행위 등 속성)으로 구분
❍ 이 외에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의 의미를 결합하여 농업 4.0(farming
4.0) 내지 스마트디지털농업(smart digital farming)으로 부르기도(OECD, 2019a)
❍ 중요한 점은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의 농업은 전통·관행적으로 주력
했던 원물생산(작물, 품종, 재배기술 등)의 경계를 넘어, 후방산업(농기계, 농자재,
농업솔루션, 농업데이터 서비스 등)으로의 확장이 지속되고 디지털化는 더욱 가속
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
❍ 통칭하여 디지털농업은 디지털기술의 활용성 확대에 따라 농업계 내·외부의
혁신기술·인력 및 수익 원천을 결합시킴으로써 농업 외연의 확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업양식(가치)으로서 관심이 집중
❙새로운 농업양식(가치)의 개념적 구성❙

출처: 이주량(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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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관행농업의 기술혁신과 디지털(스마트)농업의 기술혁신❙
구분
연구 중심영역
연구 전달방식
필요기술 위치
혁신인력 위치
기술 적용방식
주요 필요인력
혁신의 방향성
주요 수익원천

출처: 이주량(2020)

전통·관행농업의 기술혁신
작목(품종, 재배기술)
선형(시리즈형)
* 기초 → 응용 → 실용화 → 산업화
농업계 내부
농업계 내부
기술개발(Invention)
과학자(Scientist)
기술주도형(Tech Push)
농업과 전방산업

디지털(스마트)농업의 기술혁신
시설·장비·솔루션·데이터
원샷형(패널형)
* 각 단계 동시 진행
농업계 내부+외부
농업계 내부+외부
기술통합(Deployment)
공학자(Engineer)
수요견인형(Demand Pull)
농업과 후방산업

<디지털농업 현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기술, 원격감지기술(remote-sensing),
분산컴퓨팅기술 등을 통해 농업현장은 이미 농업환경정보, 투입물(농자재, 에너지
등), 소비시장,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의 접근성 향상을 경험(OECD, 2019a)
❍ 물론 디지털농업 관련 기술 중의 일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데이터의
수집·활용 범위 및 능력, 데이터의 품질(정확성, 실시간) 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전보다 정밀하고 스마트한 농업 활동과 농업정책이 가능
❍ 일례로 EU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와 농업환경자원프로그램
(MARS; Monitoring Agricultural Resources)에서 개발한 센티넬 위성(the Sentinel
satellites)은 10m*10m 격자 단위의 주간(weekly) 농업데이터(농경지, 작물 관련)를
제공
- 공동연구센터는 이미 1988년부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왔지만, 인공위성에
의한 데이터 수집 능력(공간해상도, 측정주기)과 계절·공간(지역)별 농작물 수확량
예측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식량위기 모니터링, 농업정책 개선에
인공위성기술을 적극 활용
❍ 또한, 2020년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고도화를
위한 ‘Sen4CAP’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드론과 같은 무인기(UAV)와 원격탐지
기술의 발전은 인공위성 또는 항공기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방해하는 제약환경을
극복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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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식생 유무상태를 감지하는 단순
지표로서 정규식생지수(NDVI)를 넘어 병해충, 곰팡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까지 발전
- 또한, 농업용 드론은 데이터 수집 목적을 넘어 경종 부문의 방역(예: 농약살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직파재배에 적합한 품종개발과 농업용 드론과 같은
농업로봇·기계(디지털농업 성과)의 결합 덕분에, 최근에는 농업·농촌 고령화·
공동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직파재배에 대한 관심이 확대

※ 직파재배 직파재배는 육묘, 이식･이앙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씨앗을 직접
뿌리는 농법으로 씨앗 손실과 불규칙적인 작물재배밀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단점이
있지만, 농업노동을 감소시키는 생력화 측면에서 이점

❍ 트랙터, 로봇과 같은 농기계의 무인·자율화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토대로 자동화의
단계를 넘어 자율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
- 트랙터의 경우, 운전자의 보조적 개입을 병행하는 Level-3(제한적 무인자율)은 상용화
단계에 있고, 운전자 개입에서 완전 자유로운 Level-4(완전무인자율)는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실증·검토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인자율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부문에서 존 디어(John deere), CNH, Kubota사 등이 치열하게 경쟁
❙디지털농업 기술의 구분❙
기술목적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범주
원격감지(remote sensing)

세부범주
• 위성/무인기(드론)/유인항공기 데이터 획득/ 모니터링 시스템
• 수량·수질/공기질/기상/토양/생물다양성(유해생물·무해생물)/
현장측정(in situ sensing)
작물/가축/정밀농기계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시리어스 게임, 시민과학
온라인조사
• 데이터조사포털(인터넷·모바일)
금융/시장데이터 수집
• 리테일 스캐너/비즈니스 소프트웨어
• 수치표고모델링(DEM)/토지이용·피복매핑/ 유역모델링/토양매핑/
지리정보(GIS)/센서 기반
경관모델링/데이터 변환소프트웨어(프로그램·앱)/농작업자동화기계
소프트웨어/작황·품질측정 소프트웨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데이터분류·라벨링 애플리케이션
딥러닝/인공지능(AI)
• 데이터클리닝·빅데이터분석 알고리즘/머신러닝/예측분석

데이터 데이터스토리지 보안·접근관리
• 클라우드스토리지/기밀컴퓨팅/가상데이터센터
저장
데이터
데이터관리
• 분산원장기술/상호운용성 프로그램·앱
관리
• 데이터시각화, 소셜미디어/웹기반 비디오 컨퍼런싱/기계보조 커뮤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니케이션(예: 챗봇)
데이터
공유
• 온라인 지적재산권·허가등기소/거래플랫폼/ 크라우드펀딩/공적보조
온라인플랫폼
플랫폼/서비스플랫폼

출처: OECD(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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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OECD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2021.4.12.)(출처: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aspects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21.2.10. 발간)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논의 배경>
❍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 문제와 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는 소비자의 식생활에 반영되며 이는 결국 국가 식량안보와
영양 측면에 영향
❍ 이에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 요소가 식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식량안보와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 가능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 건강한 식품 선택>
❍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더 많이 소비
-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채소와 과일 저지방 우유 및 섬유질이 많은 더 건강한
식품을 더 구매
-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도 높아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
- (직업) 직업은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음식을 구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도 영향
- (여성) 여성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품질 가격 및 가족 선호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남성은 맛에 더 많은 영향
- (연령) 연령 집단은 집단 간 다른 식품 소비 패턴※

※ 영양적 행동과 식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선택은 건강한
식단과 불일치, 젊은 세대는 식사 준비 가능성이 적어 신선한 식재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낮으며, 노인들은 덜 먹고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필수
열량과 영양소 섭취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 (가구 구성)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포함하여 가구 구조는 해당 가정에서의 식품
선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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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거주지는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과 가용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와
연계한 거주인들의 건강 상태와도 밀접, 거주지의 식품 가용성·접근성 및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을 ‘식품 사막’(Food Deserts, 가용 건강한 식품 옵션이 부족한
지역)과 ‘식품 늪’(Food Swamps, 패스트 푸드 및 정크 푸드 옵션이 많은 지역)
으로 구분
<OECD 회원국에서 식량 불안(Food Insecurity)>
❍ FAO는 식량 불안을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히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량에 대한 정기적 접근 부족’으로 정의
❍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7억 5천만 명(세계 인구 1/10 수준)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노출, 약 20억 명(세계 인구 25.9%)의 사람들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해 있으며,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집중
❍ 식량 불안은 OECD 국가들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에도 존재, 2017-2019년 북미
및 북유럽 인구의 약 8%(약 8천 8백만 명) 수준
◈ (일본) 2007-2012년 15~17% 식량 부족
◈ (미국) 2019년 전체의 10.5% 가정이 식량 불안
◈ (잉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 2018년 2,241가구 중 10%가 식량 불안
◈ (프랑스) 2014-2015년(전국 식량 소비 조사, 성인 3,157명 대상) 11%가 식량 불안에 있다고 응답

❍ 더 높은 식량 불안률은 SES가 낮은 가구와 인구 및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에서 더 많이 발생,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로 일자리, 소득감소 등이 세계적 식량 및 영양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
<식량 불안 관련 대응 정책>
❍ [미국]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식품 바우처 지원, △학교
점심 제공 프로그램※※(NSLP,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2019년 SNAP 규모는 600억 달러(4,570만 명)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증가 추세
※※ 2019년 142억 달러(2,960만 명) 지원하며, 소득이 국가 빈곤 수준의 13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무료, 130～185% 가구의 아동에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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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식품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FVAP), △우유급식 지원사업※※, △과일
간식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2020년 실증사업 도입, 저소득층에게 채소, 과일, 우유, 곌나 등 신선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바우처)를 지원하는 영향보충 프로그램
※※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하며, 2018년에는 574천 명 지원
※※※ 성장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 시 과일 간식을 지원하며, 5,200개 학교에서
24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임산부와 가구 소득이 중간 소득 수준의 80% 이하이고, 건강상 위험 가능성이 있는
6세 미만의 유아(예: 빈혈, 저체중, 영양 부족 등)를 대상으로 월 2회 식품 꾸러미와
그룹 및 방문 교육 등 맞춤형 영양 교육 지원(2018년 이후 82,000명 수혜)

❍ [영국] △Healthy Start Plan※: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과일, 채소 및
우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4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이며, 소득 지원을 받는 것을 기준

❍ [EU]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지원 계획: 건강한 식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2019-2020년에 2억 5천만 유로 지원 중이며, 2017-2018년에 동 프로그램으로
2천만 명의 EU 어린이의 20%가 수혜
❍ [푸드뱅크] △식량 구조 및 지역 사회 식량 공급 조직을 포함한 푸드 뱅크는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제공, △제공되는 식품의 영양(주로 가공식품 제공),
접근성 문제, 운영 시 자격 기준 등의 우려도 상존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푸드뱅크의 긴급 식량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해 책임있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는
데 중요, 2013년에 고소득 국가에서 약 6천만 명(인구의 7.2%)이 푸드뱅크 사용
<더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접근>
❍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4+1-tracks 정책 접근 소개
- △수요측면 정책, △공급측면 정책, △규제 활용, △재정 조치,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체계화
1. 수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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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및 채소 소비 캠페인] 많은 OECD 국가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캠페인 시행, 캠페인은 농산업, 유통, 정부
및 비영리 조직과 같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될 때 더 큰 성과
❍ [식생활 교육 강화] 인식을 개선하여 더 나은 식품의 선택이 가능토록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한국) 식생활 교육 지원법과 5년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식품 정보 제공: 포장 전면 라벨링] FOP(Front-of-Pack) 영양 라벨은 소비자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도 향상이 정책 성공의 관건

※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소비자가 이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가장 취약한 사회 경제적
그룹에서는이해도가낮은경향

2. 공급 정책
❍ [더 건강한 식품 개발(재구성) 촉진]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발
하고 소비자에 공급
- 설탕과 소금의 함량을 줄이고, 트랜스 지방의 사용 금지, 특정 영양소에 대한
임계값 설정 등을 통해 식품의 재구성을 활성화
❍ [식품 선택 여건 개선※]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식생활 개선 관련 정보 제공, 조리 기술 전파, 식사 준비 시간 확보 등과 함께 패스트푸드
입지 조건 강화 및 수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3. 규제: 과도한 식품 마케팅 제한
❍ 여러 OECD 국가들에서 상황에 맞게 식품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WHO는 소비자가 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개발·보급
- (호주) 2018년에 Health Star Rating FOP 라벨링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규정 및 제한에 대한 권장 사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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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18년에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에 대한 광고 및 판촉 규정을 포함한 아동
비만 계획 시행※

※ 지방, 설탕 소급이 많은 음식을 오후 9시 이전에 TV와 온라인 광고 금지
- (EU) 2022년 말까지 소금, 설탕 및 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특정 기준
이상으로 제한
4. 재정 조치
❍ [식품 관련 세금] 많은 국가에서 농수산물 등 기초식품에 부가가치세(VAT) 등을
미부과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청량 음료 등)에 일정 세금 부과
※ 2018년 10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중앙 정부 수준에서 건강 관련 세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스페인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몇 가지 식품 관련세가 도입

❍ 관련 조세 정책이 복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고려할
필요
-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식량에 지출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 [식품 지원 프로그램] 영국의 계획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가정 내 지출을 증가
시켰으며, 바우처 지급을 통해 동등한 가치의 현금 혜택보다 더 정책의 효과성이
높았고, 지원 가구의 식량안보도 개선
5.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체계화
❍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품 소비 관련 데이터의 생산과 접근 부족으로 정책
대응 및 성과평가에 한계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식품 소비(섭취) 조사 등 관련 정보와 데이터 생산이
비정기적이며, 비용상의 이유로 관련 조사 사이에 최대 10년의 시간 지연도 존재
- 연관 데이터 세트 간 비교도 불가능하고, 가구 내 식품 소비패턴과 선택 과정에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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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및 시사점>
❍ 식생활에 소비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문
조사, 소비자 구매 빅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식품 구매 및 소비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
⇨ 우리나라는 각 계층별 소비자 패널 조사 의향 등 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농식품에 대한 정량 정보를 취합하여 심층 분석하는 ‘소비정보분석사업’을 2020년에 신규 도입

- 이 사업을 통해 관련 빅데이터들이 축적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농식품정책 수립이 실현될 계획
- 앞으로 분석 품목의 확대와 연속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도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의 통합적 유기적 운용을 통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
❍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실시 중인 식량 지원 정책들
에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
⇨ 최근 우리나라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여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중

-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성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
- 특히, 지원 정책을 반드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등 식량 불안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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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매개 질병 피해 증가
※ 미국 농무부의 “Economic Cost of Major Foodborne Illnesses Increased $2
Billion From 2013 to 2018”(2021.4.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 매개 질병 피해 증가
❍ 미국 농무부는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Foodborne Illnesses)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전파가 되며, 장염, 신장 파괴, 인지 능력의 저하, 사망 등을 발생시킴.
- 미국 농무부에서는 15개 주요 병원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며, 그 피해를
추산해 왔음.

※ 15개 주요 병원체(pathogen)는 살모넬라, 톡소플라즈마, 리스테리아, 노로바이러스, 캄필로
박터 및 기타 10개 병원체들이 포함

❍ 질병관리국(CDC)에 따르면, 15개의 주요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인해 매년
약 890만 개의 감염 사례가 나타남.
- 이로 인해 매년 약 1,480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환자들의 연간 총 입원 일수 는
54,000일에 달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176억 달러로 추산됨.
- 2013년~2018년까지 식품을 매개체로 한 질병 피해는 20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 피해 종류는 소득 감소, 의료비용 증가, 사망 방지를 위한 치료 비용 발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 때문임.
2013년~2018년동안 미국의 경제는 7.8%, 1인당 실질 GDP는 8.8% 성장하였으나,
같은 기간 의료비용은 약 20%가 증가하였음.
❍ 가장 큰 피해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비용 발생으로 총 피해의 약 80%를 차지함.
- 통계적 수명(혹은 Value of a statistical life)에 기초해서 만 명당 한 명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을 추정했을 때, 2018년 기준 970만 달러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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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 2018년 기준
약 144억 달러로 추산됨.
- 2013년에 비해, 2018년의 사망 피해 방지 비용이 16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전체피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6%에서 81.9%로 감소함. 이는 의료비용의 증가로 인한
입원비용의 증가가 사망 피해 방지 비용의 증가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 하지만 이러한 병의 대부분은 특정한 5개 병원체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 2013년~2018년 기간동안 모니터링이 되는 15개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피해가
모두 증가하였음.
- 살모넬라, 톡소플라스마, 리스테리아, 노로바이러스, 캄필로박터의 5가지 균이
90%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5가지 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2018년에 발생한 식품 매개 질병
으로 인한 피해의 60% 이상을 차지함.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피해 비용 변화❙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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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AFRD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Deliver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Rural Development
– Lessons from EAFRD Support 2014-2020”(2021.3.25.)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AFRD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 EAFRD(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공동농업협정에도 반영될 것임.
- Post 2020 공동농업협정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을 개선
하여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진행하고자 함.
- EU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억 유로가 투입되었음.
- 약 5%가 Priority 5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농업 생산 및 식품 가공에서의 에너지
효율화(FA 5B),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증가(FA 5C),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
및 암모니아 배출 감소(FA 5D), 농업 및 임업 부문의 탄소 보존 및 격리 촉진(FA
5E)으로 구성되었음.
❙EU 농촌개발프로그램의 공공지출 예산 구성❙

❍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전략에서는 더 많은 농가와 농업 참여자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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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의 가축단위(livestock unit), 2.94%의 농지만이 농촌개발프로그램 내에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배출량 감소에 참여하였으며, 1.07%의 농지와 산림만이
탄소 격리 관리에 포함되었음.
- Post 2020의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은 범위에서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소수만이 기후변화완화 정책을 주도
하였으며, Post 2020에는 저탄소 농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회원국별 다양한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완화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주로 물리적 인프라 투자(M04), 농업-환경기후 정책 도구(M10) 산림 투자(M08)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지식 공유
(M01, M02), 혁신 프로젝트(M16) 등의 정책 도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음.
- 2019년 유럽연합의회는 모든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으로의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가진다고 평가하였음.
- 미래의 공동농업정책에서는 △조직화된 지원(혁신, 실험, 지식 공유와 실행 등),
△활동가 모임 활성화, △공동농업정책의 Pillar 1과 Pillar2, 연구개발과 현실
농업 등 간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농업개발정책을 만들어야 함.
- (GLAS) 아일랜드 내에서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결합된 사례로는
GLAS(Green, Low-carbon, Agri-Envrionment Scheme)이 있는데, 이는 최소경운,
탄소격리 활동,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음.
- (지식 공유) 벨기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지식 공유와 개발을 위해
‘The Climate Team 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5개의 축산농가와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농장에 기후변화 대응 방법(Climate measure)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농가에게도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유도
하고 있음.
■ 자료 출처:
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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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발표
※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食育推進基本計画」の公表について”(2021.3.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발표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31일,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식생활 교육 기본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기본 방침 및 추진 목표 등을 5년마다 작성하여 발표함.

-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과 환경 및 식문화를 의식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상호 깊은 이해와 연계·
협동을 통해 국민운동으로써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관련 환경변화, 디지털화 등 식생활 교육을 둘러싼 상황을
기반으로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함.
- ➊ 일생에 걸쳐 심신의 건강을 지탱(국민 건강 관점), ➋ 지속가능한 식품을 지탱
(사회·환경·문화 관점), ➌ ‘새로운 일상’ 및 디지털화에 대응한 식생활
교육 추진
- 또한, 2021년부터 5년간 식생활 교육을 국민으로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
❍ [식생활 교육 추진 목표 및 내용]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증가,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 등 확대,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물·식품을 선택하는 국민 증가,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선택하는
국민 증가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➊ 가정: 유아기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재택 시간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추진
- ➋ 학교 및 보육시설: 영양 교사 추가 배치, 학교급식에 지역 농수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계·협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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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지역: △건강수명 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 △동네에서 함께
먹기※ 추진, 일본형 식생활 실천 추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역 사람 등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
- ➍ 식생활 교육 추진 운동 추진: △식생활 교육활동 표창, △전국 식생활 교육
추진 네트워크 활용, △디지털화 대응
- ➎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환경과 어우러진 농림어업 활성화 등: △농림
어업체험 및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추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연결되는 친환경 소비 추진, △식품 손실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 추진
- ➏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등: △핵심 인재 육성 및 향토요리 데이터베이스화
및 국내외 정보 발신 등 지역의 다양한 식문화 계승으로 연계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도 향토요리의 역사 및 관련 식재료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
- ➐ 식품 안전성, 영양 및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교류
추진: 식품 안전성 및 영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식품 표기 이해 촉진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 목표❙
현재
(2020년)

목표

1. 식생활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 늘리기
① 식생활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의 비율
83.2%
2.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함께 식사’ 횟수 늘리기
②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함께 식사’ 횟수
주 9.6회
3. 동네 등에서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비율 늘리기
③ 동네 등에서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비율
70.7%
4. 아침밥을 먹지 않는 국민 줄이기
④ 아침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 비율
4.6%
⑤ 아침밥을 먹지 않는 젊은 세대 비율
21.5%
5.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활용 등 확대
⑥ 영양 교사를 통해 지역농산물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지도의 평균 대처 횟수 월 9.1회
⑦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비율(금액 기준)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
향상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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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025년)
90% 이상
주 11회 이상
75% 이상
0%
15% 이하
월 12회 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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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0년)

목표

목표
(2025년)

⑧ 학교급식에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비율(금액 기준)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
90% 이상
향상한 도도부현 비율
6.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늘리기
⑨ 주식(밥, 면, 빵 등)·주채(고기, 생선 등)·부채(채소 등)를 조합한 식사를 1일
36.4%
50% 이상
2회 이상 거의 매일 먹는 국민 비율
⑩ 주식(탄수화물)·주채(단백질)·부채(채소 등)를 조합한 식사를 1일 2회 이상
27.4%
40% 이상
거의 매일 먹는 젊은 세대 비율
⑪ 1일 소금 섭취량 평균치
10.1g
8g 이하
⑫ 1일 채소 섭취량 평균치
280.5g
350g 이상
⑬ 1일 과일 섭취량 100g 미만 비율
61.6%
30% 이상
7. 생활습관병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평소 적정 체중 유지 및 저염 등에 유의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늘리기
⑭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해 평소 적정 체중 유지 및 저염 등에 유의한
64.3%
75% 이상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비율
8.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국민을 늘리기
⑮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국민 비율
47.3%
55% 이상
9.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한 봉사활동자 수 늘리기
⑯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 수
36.2만 명 37만 명 이상
10. 농림어업체험을 경험한 국민 늘리기
⑰ 농림어업체험을 경험한 국민(세대) 비율
65.7%
70% 이상
11.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늘리기
⑱ 산지 및 생산자를 의식하여 농림수산물을 고르는 국민의 비율
73.5%
80% 이상
12.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늘리기
⑲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고르는 국민 비율
67.1%
75% 이상
13.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국민 늘리기
⑳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국민 비율
76.5%
80% 이상
14. 지역 및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요리 등을 계승해 나가는 국민 늘리기
㉑ 지역 및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요리 및 요리법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
50.4%
55% 이상
비율
㉒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를 월 1회 이상 먹고 있는 국민 비율
44.6%
50% 이상
15. 식품 안전성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국민 늘리기
㉓ 식품 안전성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국민 비율
75.2%
80% 이상
16.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늘리기
㉔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시정촌 비율
87.5%
100%

주: 색칠 부분은 추가 및 재검토한 목표 수치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syouan/hyoji/210331_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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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구독경제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구독경제 주요 동향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외식산업과 대면 위주로 이뤄지던 소비
흐름이 재택근무 증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나 음식 배달 등 언택트, 구독경제 등으로 급변
❍ 구독경제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휴대전화 요금·인터넷TV(IPTV)·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플랫폼 등 통신사의 대부분 서비스가 구독 모델
- 멜론, 유튜브 뮤직 등 음악 서비스부터 밀리의 서재, 넷플릭스까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구독 서비스가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 경향이 증가하면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넘어 일상
소비재로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 예) 커피 또는 커피와 샌드위치 세트를 한 달간 매일 제공하는 월간 구독 서비스
❍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는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21년
5,300억 달러(약 63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구독
경제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
❍ 아시아권에서 일본 구독경제는 8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성장률은 378%에
달하며, 코트라는 일본 구독경제 시장 성장의 이유로 첫째, 단샤리와 미니멀
라이프의 일상화, 둘째로는 캐시리스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결제 간소화를 제시
- 단샤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며,
2009년 단샤리라는 용어가 잡지에 처음 소개된 후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고, 점차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
- 2020년 10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2% 인상함에 따라 캐시리스 결제 시 포인트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함께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금 사용을 고집해온 일본인들이
QR코드 결제(PayPay, LINE Pay 등), 지역 한정 결제 등 신규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결제 과정이 간소화되었고 구독 서비스 이용이
자연스럽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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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구독 서비스의 주요 소비층은 10대와 20대이며, 이들의 성장과 함께 구독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 특히, 코로나19가 언택트(Untact)·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구독 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분야가 점차 확대될 전망
❍ 한편, 구독경제가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유나 유제품 정도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았다면 지금은 커피나 아이스
크림과 같은 기호 식품은 물론 꽃, 과일, 반찬, 이유식, 쌀까지 그야말로 식품을
정기 구독하는 시대가 도래
-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가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구독경제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식품 구독경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

※ 2020년7월15일～24일까지1,374명을대상으로‘식품구독경제이용실태온라인설문조사’ 실시

❍ 소비자들이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편리함 때문이며,
구독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구독경제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미국의 시장조사·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는 ‘2023년이면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75%는 구독화될 것으로 전망, 사실상 구독이 어려운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132억 달러에서 연평균 68%씩 고속성장해 2025년
4,7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농식품 분야가 구독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신선식품의 경우 무엇보다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수입
농축수산물과의 경쟁에서 또 다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고조
❍ 이에 따라 새로운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독경제 생태계에 국내 생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특히 소규모 농가들도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플랫폼 구축, 농가 조직화 등이 필요
자료: “[사설] 새로운 플랫폼, 구독경제에 주목하자”(농수축산신문, 2021.3.31.),
“[이슈분석] 세계는 지금 ‘구독 중’...연평균 68% 성장세”(전자신문,
2021.4.12.), “이젠 ‘빵’도 구독경제…월 4900원 내면 최대 3만 원 할인”
(중앙일보, 2021.4.13.), “일본 구독경제 시장, 8년간 378% 성장...이색
서비스 인기”(GLOBAL EPIC, 2021.4.14.), “[현장 돋보기] 구독경제·배달
강화…코로나 시대 식품업계 생존법”(매일경제,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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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1.4.12.)

개요
❍ [농촌진흥청,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4.12.]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
❍ [농촌정주·생활] 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택’,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는데
30대는 ‘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 [교육]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2%(2015년 29.5%)를 차지
했고, 가구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자녀 성별과 관계없이
대학(2년제)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아들 58.8%, 딸 63.2%)이 5년 전보다 높아
❍ [지역사회와 공동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5년 전에 비해 ‘낙후된 편
(29.8%)’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발전된 편(21.4%)’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높아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54.4%)’라는 비율이 11.5%P 증가
했고, ‘마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74.5%, 8.3%P↓)’라고 생각하지만 ‘마을
지도자가 될 의향은 없다(79.0%)’라는 비율이 5년 전보다 증가
❍ [가족]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는 ‘모든 자녀(46.0%)’이며,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57.7%)’라고 인식,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57.5%)이 2015년보다 10.9%P 증가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2020년 54.3점과 비슷한
54.6점
- ‘환경·경관(평균 67.5점)’, ‘안전(평균 65.4)’, ‘이웃과의 관계(62.7)’ 등 농촌의
장점이 드러나는 부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일자리와 주택, 40대는 자녀
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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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실적(잠정)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외교부(2021.4.13.)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잠정) 발표,
2021.4.13.] OECD는 2021년 4월 13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2020년 ODA 확정통계는 2021년 12월 발표 예정)를 발표

주요 내용
❍ [ODA 규모]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 달러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
❍ [한국] 2020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 대비 2.1억 달러 감소한 22.5억 달러(양자원조
17.6억 달러(78.4%), 다자원조 4.9억 달러(21.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2019년 15위) 수준

※ 순위: 미국(1위), 독일(2위), 호주(14위), 벨기에(15위), 한국(16위)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감소한 0.14%※

※ 우리나라 ODA/GNI(%) 추이: (2018) 0.14 → (2019) 0.15 → (2020) 0.14
❙2020년 한국 ODA 잠정통계(단위: 백만 달러)❙
구분
▪ ODA (A+B)
- 양자간 ODA (A)
무상원조
유상원조
- 다자간 ODA (B)
▪ ODA/GNI(%)

2019년
2,463
1,857
1,171
686
606
0.15

2020년
2,249
1,764
1,166
598
485
0.14

증감률(%)
△8.7
△5.0
△0.4
△12.8
△19.9
-

비중(%)
100.0
78.4
(66.1)
(33.9)
21.6
-

❍ 향후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 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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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실적(잠정)(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0년

2019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호주
벨기에

ODA
35,475
28,405
18,560
16,266
14,139
6,348
5,359
5,031
4,198
4,186
3,560
2,969
2,649
2,563
2,290

ODA/GNI
0.17
0.73
0.7
0.31
0.53
1.14
0.59
0.31
1.11
0.22
0.48
0.24
0.73
0.19
0.47

ODA
33,492
24,198
19,393
15,588
12,211
5,205
5,292
4,725
4,298
4,373
3,099
2,944
2,554
2,888
2,175

ODA/GNI
0.15
0.61
0.7
0.3
0.44
0.96
0.59
0.27
1.03
0.22
0.42
0.21
0.72
0.21
0.41

한국

2,249

0.14

2,463

0.15

1,275
1,268
972
803
531
450
411
385
300
238
140
90
62
161,172

0.47
0.29
0.31
0.14
0.27
1.02
0.27
0.17
0.13
0.13
0.14
0.17
0.29
0.32

1,131
1,230
973
777
555
472
312
410
309
368
116
88
61
151,699

0.42
0.28
0.32
0.14
0.28
1.03
0.21
0.17
0.13
0.18
0.11
0.17
0.25
0.30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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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21년 3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4.12.)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식량가격지수
120.1
115.0
93.1
91.9
98.0
95.9
93.2
94.0
93.1
93.6
94.2
95.3
95.1
94.0
93.3
95.2
98.6
101.0
95.0
102.5
99.4
95.1
92.4
91
93.1
93.9
95.8
97.9
101.2
105.5
108.5
98.0
113.3
116.1
118.5

곡물
129.1
115.8
95.9
88.3
91.0
100.6
101.5
100.6
97.4
94.5
94.1
98.7
97.3
92.3
91.6
95.7
95.4
97.2
96.4
100.5
99.4
97.7
99.3
97.5
96.7
96.9
99
104
111.6
114.4
115.9
102.7
124.2
125.7
123.6

설탕
109.5
105.2
83.2
111.6
99.1
77.4
79.3
80.3
78.7
79.3
76.7
79.9
79.4
76.2
73.5
77.8
79.2
83.0
78.6
87.5
91.4
73.9
63.2
67.8
74.9
76
81.1
79
84.7
87.5
87.1
79.5
94.2
100.2
96.2

유지류
119.5
110.6
90.0
99.4
101.9
87.8
80.3
81.8
78.5
79.2
78.6
77.5
78.1
82.6
83.9
84.1
93.2
101.5
83.3
108.7
97.6
85.5
81.2
77.8
86.6
93.2
98.7
104.6
106.4
121.9
131.1
99.4
138.8
147.4
159.2

육류
106.2
112.2
96.7
91.0
97.7
94.9
92.3
93.1
94.6
97.8
100.5
101.2
102.4
102.3
101.0
101.6
106.5
106.6
100.0
103.6
100.5
99.4
96.9
95.4
94.8
92.2
92.2
91.5
91.8
93.3
94.8
95.5
96.0
96.7
98.9

유제품
140.9
130.2
87.1
82.6
108.0
107.3
100.9
103.8
105.6
106.1
106.6
102.9
101.1
100.3
99.6
100.8
102.5
103.5
102.8
103.8
102.9
101.5
95.8
94.4
98.3
101.8
102.1
102.3
104.5
105.4
109.2
101.8
111.2
113.1
117.4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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