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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5.)

개요
❍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1년 11월 5일부터 지급, 2021.11.5.]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2021년 11월 5일부터 지급

주요 내용
❍ [지급 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 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계

지급액(억 원)
5,410
16,853
22,263

지급면적(천 ha)
146
937
1,083

지급인원(천 호, 천 명)
451
672
1,123

비고
농가 기준
농업인 기준

❍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2021년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
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 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
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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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

주요 특징
❍ [지급 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천 건 증가※

※ (2020) 112.1만 건(소농 43.1만, 면적 69만) → (2021) 112.3(소농 45.1, 면적 67.2)

-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전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2022년에 신청 가능
❍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 원) 중 24.2%를 차지, 이는 전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
❙경작 규모별 지급총액 및 비중(단위: 억 원, %)❙
연도

0.1ha 이상~0.5ha 이하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5,091
8,043
6,161
2020년
(22.4)
(35.3)
(27.1)
5,390
7,709
5,876
2021년
(24.2)
(34.6)
(26.4)

6ha 초과
3,458
(15.2)
3,288
(14.8)

계
22,753
(100.0)
22,263
(100.0)

❍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
-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전년(28.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2021년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
- 특히, 2021년에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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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자료 : 청와대(2021.11.1./11.2.)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2021.11.1.]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31일,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환경 세션에서, “한국, 2050년 석탄발전 전면폐기”, “연말까지 석탄
발전소 2기 추가 폐쇄…해외석탄발전 지원도 중단” 밝혀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환경 세션 주요 발언>
◈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결정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고 강조
◈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
◈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혀
◈ 또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함께하겠다”며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2030 NDC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혀

- 또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1일,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주요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설명
◈ 아울러,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
서겠다”면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자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며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며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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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자료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1.11.1.)

❍ [정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2021.11.1.]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
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민 모두에게 힘이되는 따뜻한 소비!”를
슬로건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간 개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여 위기극복과 경기 반등을 도모
❙대표소비재 할인계획❙
업태
가전/디지털
자동차
타이어
가구
패션·잡화
화장품
식품

주요 행사내용
•
•
•
•
•
•
•
•
•
•
•
•
•
•

TV·냉장고·세탁기 등 인기상품 및 중소·중견제품 최대 40% 할인
삼성·LG 등 주요기업 및 오텍캐리어 등 중소·중견기업 74개 업체
주요 차종별로 특별 할인, 사은품 증정, 옵션 지원 등 추진
현대,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 참여
20~40% 사계절·윈터타이어 할인 및 주유권 등 사은품 증정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 등 3개사
침대,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주요 가구 제품 최대 50% 할인
현대리바트, 장수산업, 에몬스, 두닷, 장인가구 등 주요 29개 업체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기간 중 최대 80% 할인
탠디, 베네통, 블랙야크, 지오다노 등 온·오프라인 386개 브랜드
스킨·로션 등 인기상품 대상 최대 60% 할인 및 1+1 행사
롭스, 스킨푸드 등 유통·제조업체 201개 업체
최대 52% 할인전 및 경품 증정 이벤트
베스킨라빈스, 목우촌, 동원산업, 서울우유 등 307개 업체

❙유통업태별 참여계획❙
업태
전통시장
수퍼마켓
프랜차이즈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SSM

주요 행사내용
•
•
•
•
•
•
•
•
•
•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장바구니 증정 및 각종 이벤트 개최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전북 등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 참여
할인행사 개최 및 슈퍼마켓(전국 340개)에서 구매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정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지역회원사
배달의 민족 라이브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판매 진행(총 10개 브랜드)
던킨, 아딸, 7번가 피자, 커피베이, 장수돌침대 등 주요업체 참여
인기상품 1+1, 2+1 행사확대 및 결제할인 제공
씨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 등 참여
패션상품 할인행사 및 최대 36% 사은혜택, 쿠폰이벤트 진행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및 AK, 갤러리아 등 참여

• 식료품, 농축수산물, 가전, 의류 등에 대한 할인행사(최대 50%)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농협하나로유통 등 주요 대형마트 및 롯데수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THE FRESH 등 주요 SSM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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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주요 행사내용

온라인
홈쇼핑

•
•
•
•

최대 70% 할인, 30% 할인쿠폰 제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전 개최
G마켓, 11번가, 롯데on,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업체 포함 527개사 참여
매일 특가상품전 개최 및 행사기간 결제금액 10% 할인
현대·롯데·NS·공영홈쇼핑, 홈&쇼핑 등 5개 업체 참여

❙서비스업체 참여계획❙
업태

주요 행사내용

카드
통신사

숙박/문화/외식

가맹점 2~6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및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캐시백 제공 등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참여
공시지원금 상향 등 통신사 참여(KT), 자사 온라인몰 이용 시 사은품 제공
온라인(국내 50여 개 OTA) 통해 예매 시 숙박 2/3만 원 할인
각 영화관 온라인/현장 예매 시 1인당 6천 원 할인(203만 명 대상)
온라인(인터파크 등 8개소) 통해 공연 예매 시 1인당 8천 원 할인
그 외 박물관(전시·교육·체험) 40% 할인(최대 3천 원, 문화엔티켓), 미술 전시 온라인
(인터파크 등 4곳) 예매 시 최대 5천 원 할인
• 제주항공 국내선 전 노선 최대 88% 할인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신라스테이 등 주요 호텔 최대 55% 할인
• 커피베이, 더벤티코리아 등 식음료 20개 업체 프로모션 실시
•
•
•
•
•
•
•

❙지자체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주요 소비진작 행사 계획(안)❙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주요 행사내용(형태)
• 서울 중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전, 2021 서울쇼핑페스타(온라인)
• 부산국제수산 EXPO, ‘FLY To 일상’ 2021 항공여행 마켓, 부산신발브랜드 판매샵 “파도블”
할인판매전, 부산우수제품 쇼핑샵(동백상회) 특판전 등(오프라인)
• 부산기업 위메프 특판전, 일루와페스티벌, 오륙도페이·어디go 이벤트 등(온라인)
• 전통시장·상점가 비대면 장터 및 통합 경품 이벤트(온라인)
•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축산물 직거래 판매전 및 프로모션(오프라인)
• 인천e몰 온라인쇼핑몰 할인행사, 라이브커머스(온라인)
• 제28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치 직거래장터, 김치 아카데미, 김치요리 경연대회, 김치 온라인마켓,
라이브커머스 등(온·오프라인)
• 온통대전 온통세일: 지역화페 연계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온통세일 라이브커머스, 온통대전 온라
인몰 할인전 등(온·오프라인)
• ‘울산몰’, 울산페이 배달·픽업서비스 ‘울산페달’, 창업기업 온라인쇼핑몰 ‘울산산회’ 할인
행사 등(온라인)
• 여민전(지역화폐) 사용 보상 환급(페이백, 경품 등) 이벤트(온라인)
• (성남) 지역화폐 연계 비대면 소비촉진 행사(온라인)
• (광명) 전통시장 동행축제, 온라인 배달서비스 판촉행사(온·오프라인)
• (구리) 전통시장·상점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 (이천) 도자 문화 마켓(오프라인)
• 전통시장 페이백이벤트, 강원마트 라이브커머스, 강원 배달앱 할인쿠폰 이벤트, 강원곳간(사회적기업
온라인몰) 계절 상품 특판전 등(온·오프라인)
•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전통시장 할인행사 및 시군 온라인몰 세일행사(온·오프라인)
• 2021 충남 희망드림 판매전: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경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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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 행사내용(형태)

경북

• 경북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할인쿠폰 이벤트(온라인), 경주 중심상가시장 통근 세일! 경품대잔치
(오프라인), 경북포항 과메기 축제(온라인)
• 김해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e경남몰 세일페스타, 김해브랜드관(우체국
쇼핑몰) 특별 기획전 등(온·오프라인)
• 전북인의 밥상(위메프) 특별기획전: 중소기업 제품 판촉 및 할인쿠폰 이벤트(온라인)
• 해남 농수특산물 판촉 행사, 전남 농수축산물 ‘듬뿍’ 할인 축제, 지역 온라인몰(남도장터, 해남
미소, 기찬들 영암몰, 진도 아리랑몰) 농수특산물 할인행사(온·오프라인)
• 중소기업 제품 특별할인전, 이제주숍(온라인몰) 지역특산물, 우수제품 판촉전(온·오프라인)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소비진작을 위한 주요 정부 지원방안(안)❙
지원 내용

부처·기관

 세제지원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10% 추가(100만 원限)
기획재정부
•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 → 3.5%)
기획재정부
 재정·할인행사 지원
• 온라인몰 연계 농축산물 20% 할인, 한우 2~30% 할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 코리아수산페스타: 수산물 할인쿠폰(20%, 1인 2만 원限) 등
해양수산부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가는 날(10.24., 11.28.)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10%)
중소벤처기업부
• 17개 시·도운영 온오프라인 전용몰 할인행사 등
17개 시도
• 지역사랑 상품권 공급물량 확대
행정안전부
• 중기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운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몰 할인(e-Store36.5, Store36.5 등)
고용노동부
• 2021 탄소중립 친환경대전 연계 친환경상품 할인전 등
환경부
• 패션·자동차·타이어·가전/IT 등 대표소비재 할인대전
산업통상자원부
• K-뷰티 코스메틱 페스타(중기 우수화장품 판매전, 시연 등)
보건복지부
• 한류박람회, 한류상품 B2B·B2C 글로벌 판촉전 등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국제배송료(EMS) 할인(최대 30%), 우체국쇼핑 할인 등
우정본부
• 신용카드 사은행사(캐시백, 포인트 등) 자율참여 독려
금융위원회
•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독려(업계 자율참여)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규제 완화
• 중소납품업체 재고소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 대형유통사가 세일 행사를 기획해도 판촉전 50% 분담의무 완화
•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행정안전부
• 면세품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기간 연장
관세청
 홍보 협력
• 정부청사 외벽 대형현수막, X-배너 등 홍보물 설치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340개)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협력
기획재정부 등
• TV홈쇼핑사(12개)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자막 송출 등 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공공기관 전광판(15,000여 개) 활용 광고 송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방문위, 코트라 무역관 등 활용 글로벌홍보 지원
한국방문위, KOTRA

- 7 -

시기
시행 중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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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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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11.1.~15.
시행 중
10~11월
10~11월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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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11.1.)·관계부처 합동(11.2./1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발표, 2021.11.1.]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정부 주요정책·전략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의 결과로,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돋보인
총 12개의 최우수성과를 선정(6대 분야별 각 2개), 그 중 농림식품 분야 연구
개발(R&D) 성과 9건※ 선정

※ 기계･소재 분야 1건, 생명･해양 분야 8건(농식품부 4건, 농촌진흥청 5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분야별 선정목록❙
성과명

연구자

소속기관

비고

□ 기계·소재 분야(18개)
자율주행 Level 2/3 기능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센서 양산

강형진

수도권 위협 적 장사정포 갱도진지 무력화를 위한 정밀타격 전술지대지
이석빈
유도무기 개발
TMR 사료 무인 급이로봇, 한우/젖소 축사를 스스로 주행하며 TMR
유태석
사료를 급이하는 로봇

㈜만도
최우수
(모빌리티솔루션즈)
국방과학연구소

최우수

㈜다운

□ 생명·해양 분야(26개)
인체장기 재현한 조립형 미니장기 ‘어셈블로이드’ 개발을 통한 조직재생
신근유
및 암발생 기작 규명
PCSK9이 LDL-Receptor를 분해하는 기전 규명: 대사증후군 신치료제
김효수
개발 플랫폼 확립

포항공과대학교

최우수

서울대학교병원

최우수

세계 최초 과수에만 농약 살포가 가능한 지능형 로봇 방제기 개발

김국환

국립농업과학원

밀싹의 유용대사체 구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원천기술 개발

김현영

국립식량과학원

아프리카 토착 소의 유전체 진화 규명

김희발

서울대학교

중국 고추 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적 R&D 체계 확립 및 해외시장 확대
이도현
개발

대일국제종묘

국내 자생 수국을 이용한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산업화

이선희

코스맥스바이오㈜

세계 최초, SUPER 항노화(抗老化) 식품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

이성현

국립농업과학원

새로운 육종기술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기반구축 및 사업화

임기병

경북대학교

브랜드 쌀 원료곡 국산화를 위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및 사업화 현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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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명

연구자

소속기관

비고

고 에너지밀도 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 선양국

한양대학교

최우수

하이브리드 텐덤소자 기반 태양광 물분해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최우수

국방과학연구소

최우수

고려대학교

최우수

□ 에너지·환경 분야(18개)

문주호

□ 정보·전자 분야(19개)
다종의 능/수동 복합음탐기로 구성된 국내 최초,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의
황수복
잠수함 통합소나체계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의 핵심인 네트워크 가상화의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유혁

□ 융합기술 분야(10개)
생각만으로 일상생활 및 보행 보조 기기 제어를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
김래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우수
이스 기술
박테리아 생장작용에 기반한 수처리 구조물 보수 공법

양근혁

경기대학교

최우수

박홍규

고려대학교

최우수

김빛
내리

기초과학연구원

최우수

□ 순수기초·인프라 분야(9개)
토폴로지 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나노광소자 개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숙주세포 내에서 생산한 RNA 전사체 모두 분석

2021년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2021.11.4.)

❍ [행정안전부, 2021년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2021.11.4.] 2021년 11월 2일,
「2021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 그간의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지금 봐, Law」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
수상

활동 성과

최우수(1) 【 ‘지금 봐, Law’ 】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생활 속 법률 상식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확대에 기여
【 ‘디프다 제주’ 】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약 3.8t의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3) 【 산골낭만 】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비타민 도시락’ 제조 및 나눔
【 따뜻한시선 】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장애인 문화 기획 활동
【 왓슈 】 귀농·귀촌 청년 컨설팅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
【 루미에르앙상블 】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공연 및 음악 연주
장려(5) 【 영화로운 】 주민들과 함께한 독립영화 ‘균열’ 제작 및 단편 독립영화제 출품
【 또오여 】 물감을 활용한 어르신 미술 체험활동 ‘나는 여전히 곱다’ 운영
【 일곱빛깔 】 빈집을 활용한 주거·창업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 네트워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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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22~2024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1.1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22~2024년) 발표, 2021.11.4.]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2022~2024)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 종합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의해 수립

- (주요 내용) ➊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➋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➌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➍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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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4.)

❍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2021.11.4.] 농식품부는 농업
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

※ 2021년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

- (주요 내용) △조사대상…①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 △조사
내용…농업법인의 농지 거래내역 및 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 △조사방법…
부동산거래신고자료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후속조치…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법인 해산명령 청구, 형사고발 등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2.)

❍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021.11.2.]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2021.4.13. 개정)과
시행령(2021.11.2. 공포)을 개정※

※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농어업법」(2021.4.1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

- (주요 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2021.11.2. 시행)…친환경농어업법 개정
(2021.4.13. 개정)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지원 가능,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개편…지원 대상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
까지 확대하고,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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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주요 개편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② 사업 신청 시,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 토양검정: 토양의 pH, 유기물·인산·칼륨 등 성분 함량 분석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 유기농·수산물을 생산·가공․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재료로 만든 제품
(2021.9월 기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1,903개 제품)
◈ (근거 법률) 「친환경농어업법」제1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③ 농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자재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총 구입비용/ha): 유기인증 200만 원, 무농약인증 150만 원
※ 91종: 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관리 49종
- 녹비작물 종자(kg/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2.)

❍ [농식품부,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2021.11.2.] 2021년
11월 1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성과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
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
- (주요 내용) 6대 농식품 혁신정책 분야별 사례 발표 및 국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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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혁신 우수사례 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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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2021.11.1./11.3.)

❍ [농식품부,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2021.11.1.]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2021년 11월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 30일(H5N8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며,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 시행
❍ [농식품부·환경부, 전북 부안(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추가 확진, 2021.11.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1년 10월
26일, 전북 부안군(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021년
11월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확진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 경기도 식품산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2021.11.4.)
- 경기도는 ‘경기도 식품산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 5개년도 계획 중 2022년도 사업
예산으로 총 20개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할 계획

경기

- (목표) 2020년 2,300만 원 수준이었던 도내 농가의 농외소득을 2025년 2,500만 원으로 확대, 이를
위해 도는 52% 수준인 경기도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5년 59.1%까지 높일 계획
- (추진과제) ▲전통주 산업, ▲쌀가공산업, ▲김치산업, ▲농가 식품가공 사업※ 등 4개 분야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와 농업인 참여 식품산업 육성,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확대
※ (전통주 산업) 조세제도 개선 및 전통주 업체 지원 강화, (쌀가공산업) 경기미 가공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김치산업) 김장담그기 확산 및 절임배추 시설개선 지원 추진, (농가 식품가공 사업) 지역
농산물 활용 농식품개발 및 창업 지원

강원

• 강원도, 농정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2021.11.2.)
- (군 급식 식자재 조달체계전환 적극 대응)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접경지역 중심으로 군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급식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 ② 민관군 공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식자재 위생 관리·감독을 강화, ③ 군납수익에 대한 수요자 환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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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추가 발생 차단 역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농장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양방향적 방역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과
체계적 대응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양돈 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
※ (하드웨어 강화) 8대 방역시설 완벽 설치·보완, 농장초소 확대 설치,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 확대
설치, 양돈농장 배수로 정비, 지하수 관리, 양돈농장 3차 방어 울타리 설치
※ (소프트웨어 강화) 모돈사 관리 강화, 양돈농장 소독(4단계) 및 정밀검사 강화, 축산차량 출입감시
강화, 양돈농장 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충북도,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해 혁신 우수사례 소개(2021.11.3.)

충북

- 충청북도는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충북의 혁신사례※※를 소개
※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문재인정부 4년 6개월 동안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
※※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홍보와 더불어
‘폐수배출업소 TOC 변경신고 간소화로 기업애로 해소(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찾고, 고치고,
돌보고 우리동네 출동반장(괴산군)’의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소개
• 충남도, 제15회 충남생활원예 경진대회(2021.11.2.)

충남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제15회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를 2021년 11월 1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식물로 승화시키고 화훼류 소비촉진 및 생활공간 속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제18회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경진작품은
충남도서관 내에 전시
※ 농업과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
• 충남도, 제57주년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2021.11.3.)

- 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는 2021년 11월 3일, ‘더 행복한 충남! 농촌지도자회와 함께!’라는 구호
아래 제57주년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
- 이날 행사에서는 타올 퍼포먼스를 통해 고령화 극복과 탄소중립 등 5가지 비전을 실천결의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쌀 1600kg을 기탁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
• 전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소통의 장 마련(2021.11.1.)

전북

전남

- 전라북도는 2021년 12월 개최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선진화 포럼의 사전 행사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전북소통대로 온라인 댓글 토론’을 진행하여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의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구 건강회복 탄소중립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나만의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등을 댓글로 작성
- 또한, 포럼과 온라인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2년 2월에 전라북도에
맞는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가정과 기업, 학교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도민들에게 리플릿, 누리집, SNS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
• 전남도, 종자산업기반구축…고품질 농산물 기대(2021.11.3.)
- 농식품부가 공모한 ‘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전남도 농업기술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나주
배원예농협 등 3개 기관이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 이 사업은 식량·원예 및 특용작물 등의 우수
종묘 증식과 종자 보급을 위해 종균 배양시설, 재배온실, 저온저장고, 양액재배 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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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전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24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 우량묘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
※ (전남도 농업기술원 차연구소) 2022년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해 유리온실 1동과 모수보존포 하우스
등을 신축, 자체 육성한 차나무 신품종의 우량묘목를 대량 증식하고 조기에 보급해 차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방침
※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2022년부터 2년간 36억 원을 투입해 조직배양시설과 유리온실 등을 설치,
바이러스에 강한 고구마 무병묘의 생산, 보급에 주력
※ (나주배원예농협) 2022년부터 2년간 3억 원을 들여 기존 보유한 시설장비의 기능을 보강,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배나무 신품종 개발과 안정적인 과수 묘목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
• 전남도, COP26서 2050 탄소중립 정책 발표(2021.11.1.)
- 전라남도는 2021년 11월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 전남도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
-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이클레이(ICLEI)※ 주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기후행동(Time4
Multilevel Action) 강화를 위한 세계 주요 도시 고위급 회담에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 이클레이(ICLEI): (명칭)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기능) 지방정부 기후&에너지,
생태교통, 생물다양성, 지속가능 공공구매 등
- 문 부지사는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산업 분야 등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클레이, 탈석탄동맹(PPCA),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UN의 레이스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도시와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고위급 회담에 이어 프랭크 코우니(Frank Cownie) 이클레이 세계총회 회장과 지노반 배긴
(Gino Van Begin) 세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환경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경북

• 경북도, 2022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공고(2021.11.2.)
- 경상북도는 2021년 11월 14일까지 2022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치유농업법’ 2021년 3월 시행되고 도지사 가지정하는 첫 사례
- (지정대상) 치유농업 교육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등이며, 양성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년 1월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
-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경북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경북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치유콘텐츠 개발, 치유효과 검증 및 창업 컨설팅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

경남

• 경남도, 2022년도 예산안 11조 3,302억 원 편성(202.11.2.)
- 경상남도는 2021년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편성 규모는 올해보다
7,098억 원(6.7%)이 증가한 11조 3,302억 원이며, 경남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열리는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21.12.2.~12.14.)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
- 이번 예산안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남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살기좋은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마트 제조 혁신·IT산업 육성 등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2조 9,343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4조 4,761억 원※※,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정 강화를 통한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1조
6,918억 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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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경남미래 먹거리 산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2,663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 SOC 사업에 9,034억 원,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사업 5,472억 원, 농어업인
수당 및 어촌뉴딜300사업 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1조 2,174억 원을 반영
※※ 기초연금 1조 2,69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214억 원, 생계급여 3,875억 원,
자활근로사업 428억 원, 0~2세 보육료 2,722억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200억 원, 영아
수당 지원 313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30억 원 등
※※※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478억 원,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환경 조성
7,195억 원,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활성화 3,229억 원,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강화
4,016억 원 등
• 경남도,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다랑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2021.11.3.)
- 2021년 11월 3일,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시 다랑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 경상
남도 및 밀양시와 함께 창원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경남, 다랑협동조합 총 7개 기관이 참여
- 이번 협약은 경남 다랑논 활성화 사업 5개 지역 중 한 곳인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일대 다랑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청년거주 커뮤니티 조성사업※’과 ‘경남 다랑논 콘텐츠·디자인
개발사업※※’ 등 2건의 협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
※ ‘청년거주 커뮤니티 조성사업: 2022년 단장면 감물리 용소마을에 체류형 청년주택을 건립·운영
하면서 다랑논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이주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농어촌상생기금을 지원하고, 밀양시, 창원대학교, 다랑협동조합이 청년주택을 운영
※※ ‘경남 다랑논 콘텐츠·디자인 개발사업’: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 다랑논 공유 프로
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랑논 관련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말까지 추진

제주

• 제주도,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개최(2021.11.1.)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
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을 개최,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
- 또한, 자치와 분권,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자치분권 및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및 상호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을 발표
-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외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사항도 포함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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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외
[기획] 코로나19 동향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현안과 과제, 21-06,
2021.10.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VID 쇼크 내용>
❍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여러 리스크 요인 중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COVID 쇼크 – China shock, Oil shock,
Variant of COVID-19 shock, Inflation shock, Debt restructuring shock」를 선정
❙COVID 쇼크 내용❙
부문별
 China shock
(중국 쇼크)
 Oil shock
(오일 쇼크)
 Variant of COVID-19 shock
(변이바이러스 쇼크)
 Inflation shock
(인플레이션 쇼크)
 Debt restructuring shock
(부채 조정 쇼크)

주요 내용
• 중국 경제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대두
• 시장 수급 불일치와 자원민족주의의 강화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가 급상승
하면서 4차 오일 쇼크 우려가 확산 중
• 국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 악화로 내수 부문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우려
• 풍부한 유동성, 수립 물가 상승, 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만연 중
• 높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경제 내 버블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정책
당국의 부채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부작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

<COVID 쇼크 평가>
❍ 최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동시다발화)하는
것은, 세계 및 국내 경제가 경기 전환 과정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이러한 다발성 쇼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정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과거 몇몇 경제 위기 이후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연이어 등장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행위기(코로나 경제위기)에 이어서 ‘다섯 가지 COVID 쇼크’와 같은
급부상하는 동인을 가진 후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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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쇼크 시사점>
❍ 첫째, 중국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시장의 대내외 불안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전략을 마련
- 중국 시장 내 버블과 기업 부실 이슈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관련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실체적 분석이 필요
- 또한,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벌어지는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동아시아
공급망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응하여 주력 수출시장 및 핵심 중간재
수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중국 금융 시장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판을 구축
❍ 둘째, 4차 오일쇼크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적극적인
가격 헷지 전략이 요구
- 국제 유가의 급등은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최근 고유가의 원인에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 및 2차
오일쇼크의 원인인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응하여 전략 비축유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울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省에너지 산업(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이 요구
- 한편,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을 통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의 재수립과 적극적인 헷지 전략이 요구
❍ 셋째, 경제 정상화를 위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의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효율적 방역 전략이 마련
- 팬데믹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은 지속 가능하기 여러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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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수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개편이 필요
-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면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동석자 수 제약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시킬 필요
- 다만, 이번 겨울철 대유행에 대응하여‘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
❍ 넷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할 필요
- 서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모니터링 강화와 가격 이상
급등 품목에 대한 적시적 수입 물량 확대 조치 등의 생활물가 안정화 노력이 요구
- 최근 에너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으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높지만,
최소한의 비용 증가 부분만 반영될 수 있는 가격 정책이 요구
- 한편, 수입 불안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노력이 요구
- 특히,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 투기 자금 모니터링 강화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선제적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
❍ 다섯째, 실물 경제 회복 수준에 부합되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정상화 과정이 요구
- 현재 수준의 시중 과잉유동성을 방치할 경우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 시장 시스템
훼손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민간 신용의 축소를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
- 그러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규모 증대 등의
미시적 대응 노력도 지속
- 특히, 실물 경제의 회복 단계별로 민간 신용 축소 정책 강도가 대응되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효율적 금융·
자본 시장 운용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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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트렌드 2022년 식품 트렌드 Top 10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 - 홀푸드 마켓 선정 2022년 식품
트렌드 Top 10”(WIDE NEWS, 제861호, 2021.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미국 홀푸드 마켓(Whole Foods)은 식품 동향위원회의 전망을 바탕으로 2022년 식품
트렌드 10을 식품 연례 보고서에서 예측
- 소비자들은 기능성 소다 및 강장제와 같이 건강 기능성 식품, 도시 정원의 채소
또는 토양의 건강을 고려하는 재배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제품과 같이 웰빙 감각을
지지해주는 제품을 우선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
❙2022년 식품 트렌드 Top 10❙
순번
1

2
3
4
5
6
7

8

9
10

트렌드

주요 내용
• 2013년 홀푸드는 온실을 갖춘 소매점을 브루클린에 오픈, 해당 점포는 햇빛과
울트라 도시 농업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온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선하고 지속
(Ultra-urban farming)
가능하게 재배된 허브와 샐러드 채소를 제공, 이후 실내 농업은 수경 재배, 식료품
진열대 위에서 자라는 버섯, 로봇이 재배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
유자
• 주로 일본, 한국, 중국에서 재배되는 감귤류인 유자가 요리계에서 인기를 끌고
(Yuzu)
있어 홀푸드는 신맛을 내는 포장 제품에 유자가 더 많이 첨가될 것으로 예상
• 식물성 대체품들이 더욱 널리 보급됨에 따라 동물성 제품의 소비를 완전히
육식 최소화주의
제거하지는 않지만 육류, 유제품 및 계란의 소비를 줄이는 트렌드가 나타날
(Reducetarianism)
것으로 예상
히비스커스 (Hibiscus) • Tea 카테고리에서 잘 알려져 있는 히비스커스는 과일 스프레드, 요거트 및
기타 수제 음료 등에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중 알코올 없이 칵테일의 맛과 세련미를 제공하는
술 없는 음료
새로운 음료 라인업에 대한 수요를 보였으며,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호기심이
(Booze-free drinks)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재생 농업
• 재생 농업 방식과 토양 건강을 개선하는 농업 과정을 사용하여 재배된 곡물의
(Grans that give back)
인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해바라기 씨는 크래커에서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해바라기 씨
있으며 해바라기 씨 기반 제품이 알러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을
(Sunflower seeds)
들어 가정 내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 될 것으로 예상
• 모링가는 인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약초로 사용되었던 식품,
모링가
미국 시장은 모링가의 영양성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분말 형태로
(Moringa)
스무디, 소스 및 구운 식품에 추가될 수 있고, 또한 냉동 디저트, 단백질 바,
혼합 포장 곡물 제품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
기능성 소다
• 소비자들이 탄산 음료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를 원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와
(Functional fizz)
식물 성분이 첨가된 탄산음료 카테고리가 2022년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수 세기 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된 강황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미국에서
강황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리얼, 사워크라우트, 식물성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Turmeric)
포함한 많은 포장 식품 성분에 추가

※ 자료출처: Kati.net / 뉴욕지사_Whole Foods reveals top 10 food trends to watch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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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87호, 2021.10.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최근 푸드테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이하 ‘대체식품’) 수요가 증가
하면서 대체식품산업이 미래의 식량 대안산업으로 부각
- 대체식품은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한 가공식품류로 원료단백질과 제조기술에 따라
다양해져 신종식품인 배양육과 같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식품도 등장
❍ 2021년 8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서 식단변화를 통한 식생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등 동물성단백질 대체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미래 단백질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재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식품산업계,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대체육’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축산업계의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
❍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대체식품들이 미래식량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안전기준과 표시
광고기준을 마련할 필요
- 미국, 유럽연합 등 푸드테크산업의 선두주자인 국가들의 대체식품 관련 제조·가공,
안전성 평가 기술 발전 동향과 표시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과 규제를
마련
- 지속가능성을 갖춘 축산업과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체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단백질 원료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안전한
대체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필요
<대체식품 분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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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식품은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한 가공식품류를 말하며. 단백질을 추출한 비동물성
식용원료에 따라 분류
- 식물성단백질을 가공한 식품은 곡물, 두류, 해조류, 버섯류 등에서 유래하며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식물성 고기, 식물성 대체육으로 불리고, 주원료는
콩, 완두콩, 깨, 땅콩, 쌀, 밀 등, 일명 ‘콩고기’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거나 햄버거
패티 등 축산가공품의 식육 대체 용도의 증량재로 소비
- 새로운 대체식품 원료로는 최근 식용곤충, 버섯, 미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곤충단백질 유래 가공식품은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물 생산 및 사료작물 감소 등
식량위기 시 미래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혐오감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는 아직 저조
- 최근에는 곰팡이단백질(Mycoprotein) 성분을 이용하는 미생물단백질(Microbial
Protein), 해조류단백질 유래 가공식품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품화 단계로 대체
식품 시장 원료의 변화를 예고
❍ 푸드테크산업계는 대체식품별 상대적 장점을 강조하여 단백질 원료와 이를 가공한
대체식품 개발, 소비자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물성단백질 대체
식품은 식량부족 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저지방·저칼로리 단백질식품으로 건강을
유지·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만 배양육의 경우 건강과 안전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
❍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식량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체식품은 수요맞춤형 식품 개발과 영양·기능성분 강화 및
조절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가격, 새로운 식품가공기술에 대한 소비자 우려,
맛과 식감의 구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단점도 다수
❙육류와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가공식품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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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국내 대체식품산업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물성단백질 유래 가공식품에서 최근 푸드
테크※산업의 발전으로 원료와 그 제품이 고급화·다양화되는 추세

※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이나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을 접목한 것을 말함.

❍ 세계 대체식품산업 규모는 2015년 35억 7,500만 달러에서 2020년 50억 4,800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9.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국내 단백질보충식품산업 규모는 2018년 800억 원에서 2020년 2,500억 원으로,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규모는 2020년 1.7%(8위)에 불과하지만 2019년 637억 원
에서 2020년 822억 원(전년 대비 29.0% 증가)으로 증가하였고, 제품 형태도 단백질
파우더에서 음료, 스넥바, 요거트 등으로 다양해져 대체식품산업의 범위가 확대
❍ 한편, 타 대체식품과 다른 식품유형인 배양육은 세포배양액의 안전성, 식품유형,
관리체계, 표시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산업화하는 데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
❍ 푸드테크기업들은 세포배양 액체배지 영양성분과 성장인자인 동물성 혈청을 대체할
비동물성 성분 연구, 3D프린터를 이용해 고기조직을 인쇄하는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주요 축산기업들※도 배양육 개발기업에 투자

※ 미국에 본사를 둔 육가공회사 타이슨푸드, 육류와 곡물 분야 글로벌 거대 기업 카길,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가금류 회사 PHW 등

❍ 2020년 싱가포르의 세계 최초 닭고기 배양육 상업화 승인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대체 식품기업인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푸드’의 대체식품 판매 증가로 이어져
그동안 연구개발단계였던 대체식품들이 소비자들의 대안적인 선택을 받아 시장성도
인정받는 상황
<향후 과제>
❍ 국내 대체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비하면 산업생태계형성초기단계로 농식품부는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 대체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배양육 등 대체
식품류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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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식품의 원료 생산, 제조와 가공단계까지 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규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지만 대체식품산업의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정비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시장 형성 초기부터 신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
❍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대체식품이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째, 식품산업기술 발달로 다양화
되고 있는 대체식품의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그리고 관리체계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안전성 검증이 진행 중인 배양육과 안전성이 검증된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
식품을 분리하여 정의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단백질 원료별로 특징을 반영하여
식품유형, 기준규격을 마련
❍ 둘째, 배양육과 같은 신규식품 유형 대체식품의 안전성 검증기술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안전성 검증기술을 확보하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수입 배양육의 국내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및 표시규정, 배양육 등 신규식품류에 대한 제조가공
공정관리, 배양액 원료의 안전성 인정기준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셋째, 대체식품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
- 현 식품법률의 유사식품 표시 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 성장과 함께 신중하게 표시규제를 마련하고, 향후 기술 개발 동향,
상업화 동향과 함께 라벨링 규정 개정 관련 국제동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넷째, 대체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
-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대체식품 원료의 경우 약용·기능성 제품 개발 또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에 투자, 또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의 국내 원료 대체에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과
연계하여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TVP 소재 개발 및 생산
공정기술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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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WIC의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Cost Implications of Participant Product Selection
in USDA’s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2021.10.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WIC의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
❍ 미국의 SNAP 중 WIC(여성, 영아, 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는 미국의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에서 3번째로 큰 프로그램임.
- 2019년(회계연도 기준)에 53억 달러의 연방 재정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었
으며, 2010년에 수혜자의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WIC는 영양 교육, 건강 관리, 수유 지원 외에도 WIC는 참여자의 기호와 영양을
고려한 추천을 통한 식품 꾸러미(food packages)를 지원함. 또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지류 바우처 혹은 전자 바우처(EBT)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0월 이후에는 모두 전자 바우처로 변경됨.
- WIC를 운영하는 주 중 19개 주에서 WIC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를
구성할 때, 최저 가격 브랜드(Least Expensive Brand) 정책을 실시함.
❍ 캘리포니아의 WIC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약 1,100만 명이 매년
혜택을 받음.
- 캘리포니아는 WIC에 참여하는 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내 전체 수혜자의
15%를 차지함. 2017년 기준 1인당 45.33달러를 받았고, 총 5억 5,800만 달러가
캘리포니아에 투입됨.
- 2012년 기준 약 5,500개의 식품 판매점에서 WIC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수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에서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을 실시하면 발생하는 식품 소비 절약액은
연간 최소 1,610만 달러부터 최대 3,050만 달러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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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식품 꾸러미는 6003(저지방 우유, 통곡물,
시리얼), 6011(우유, 통곡물, 주스), 6012(우유, 계란, 치즈, 콩 혹은 땅콩버터)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WIC 수혜자들의 식품 선택 변화를 시뮬레이션함. 이 식품
꾸러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WIC 지원 금액 중 30% 이상을 차지함.
- 최고 가격 브랜드(상한) 혹은 임의 구매(Random Shopping)(하한)를 기준으로 식품
꾸러미를 만들었을 때와 비교하여,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의 시행으로 WIC 프로
그램의 절약액을 추정함.
- 수혜자들이 최저 가격 브랜드 기준으로 구매하게 했을 때, 임의 구매 기준에 비해,
최소 4.6%~18.2%까지 구매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최고 가격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9.3%~31.6%의 구매 비용 감소가 나타났음.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으로 인한 식품 꾸러미 구매 비용의 절약액❙
기준
식품 꾸러미 코드

최고 가격 브랜드 기준
실제 가격에서
천 달러
절약된 비율(%)

임의 구매 기준
실제 가격에서
천 달러
절약된 비율(%)

6003
6011

9.3

9,801

4.6

4,848

21.4

17,699

9.1

7,513

6012

31.6

46,264

18.2

26,631

계

22.05

73,735

11.66

38,993

❍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을 시행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저 가격 브랜드 정책은 소매업자들에게 최저 가격 브랜드를 식별하고, 표기하고,
이를 각 주의 WIC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발생시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여, 특정한 상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이 낮아짐. 이로 인하여 최저 가격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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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 일본 농림수산성 “地域に新たなビジネスモデルを生み出す~「ローカルフードプロ
ジェクト（LFP)」がスタート～”(2021.10.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부터 지역의 핵심적인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로컬푸드 프로젝트(LFP)’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로고❙

-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2개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미 18개 부현에서 JA와 식품업자 등이 참여한 농산물 가공품 만들기 등의
신사업에 착수하고 있음.
- 지역 사업자 소득 증가를 비롯해 경작 포기 농지 증가와 핵심 경영인 부족 등의
과제 해결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공식품 원료 국산화, 농림수산물 생산 측과 식품 가공 등
실수요자 측의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소비 행동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추진이 급선무임.
❍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목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장래상을 고려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양립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 내외의 다양한 사업자와 관계자가 협동하여 타 업종 등의 기술 및
지식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이노베이션 유발’, 소비자 니즈나 소비 행동 변화에
대응한 ‘가치 사슬과 공급망 구축’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함.
- 지역 식품과 농업에 관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플랫폼 구축, 식품 관련 비즈
니스 구축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양립한 상품 및 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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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가공업자, 식품 도소매업자, 외식·간편식 사업자, 관광사업자, 직판매장·
수출(지역의) 상사, 금융기관, 식생활 교육, 지역 소비 코디네이터, 6차 산업화
플래너, 대학 등 연계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위한 지원 내용] 농림 수산성은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추진 위탁사업’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 양립에 의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2021년 6월부터 도도부현 주최의 연수회나 전략회의에
LFP 코디네이터(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략 지원을 시행해 왔음.
- 또한, 남은 하반기에는 비즈니스화를 위한 향한 직접 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테스트 마케팅 도입 지원 등을 실행할 것임.
❍ 로컬푸드 프로젝트(LFP)에서는 도도부현을 시행 주체로 지역의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을
사용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추진에 2억 2,200만 엔을
계상하여 시제품 제조 및 전문가 파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고 있음.
- 이와테(岩手), 시즈오카(静岡), 토야마(富山), 교토(京都), 미야자키(宮崎) 등 18개
부현에서는 농가와 식품제조업, 지역 소매점 등 30~50개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회를 발족해 상품 제조 검토 및 판로확보 논의, 사업자 간 매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4개 지역도 2021년도 내에 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함.
- 토야마현에서는 JA 및 음식 등이 제휴하여 육아 세대의 여성을 타깃으로 현에서
생산한 복숭아를 사용한 디저트 만들기에 착수해 빠르면 올해 내에 상품화를
목표로 함. 야마구치현, 카가현에서도 JA 및 식품 사업자 등이 현지 농산품을
사용한 과자나 음식점의 메뉴 개발에 임하고 있음.
- 사이타마(埼玉)현에서는 경작 포기 농지 및 핵심 경영인 부족 해소를 위해 벤처
기업과 현지 농가 등을 중심으로 현에서 생산한 생강을 사용한 진저에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시즈오카현은 전문가 레시피를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농림수산성은 일본의 전체 도도부현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shokuhin/seisaku/211021.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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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농촌재생뉴딜 현장토론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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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재생뉴딜 현장토론회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2021년 10월 28일, ‘농촌재생뉴딜
토론회※’를 개최,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뉴딜 1주년을 맞이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 이날 토론회는 농특위가 정책기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문수 팀장은 도시중심으로 수립된 현행
국토계획제도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계획적 토지 이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
하고 이를 극복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 농촌재생 뉴딜 정책 방안에 대해 발제
하였으며, 전주대 정철모 교수는 농촌 재생 뉴딜에 대한 농정 방향을 제시
❙농촌재생뉴딜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일자리·경제활력 제고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창업 공간, 주거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농식품 체인의 스마트화·디지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구조의 전환
• 넷제로 및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 주거 및 주거지 정비를 통한 대도시 인구 분산 유도
• 마을 정비를 통한 농촌지역의 경관 가치 극대화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 활성화
• IT 기술 활용 등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및 보급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은 “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저밀도 공간 수요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산적 지원과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도시와 비교해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 재생 뉴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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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추진방향❙

<주요 토론>
❍ 국가는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및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 농촌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축사, 공장 등 유해요소들을
정비하고, 농촌다움이 회복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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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축산업도 농촌사회의 일부인데 혐오시설이 아닌 축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 축산업 장려 측면도 인식할 필요
❍ 스마트한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지만 대농 위주, 대기업 참여를
부르는 정책 이전에 기존 농민들의 생활을 먼저 돌보는 정책이 우선시
❍ 성공적 지역균형 뉴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중심의 사업
개발,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의 발굴·추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규제 완화, 재정적 지원 등)의 확보, 대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이
필요
❍ 지속가능한 농촌 미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해결책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넘어 친환경소재타운 조성이 필요
❍ 정부는 농촌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자부심과 함께 행복한 삶의 터가 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조사, 귀 기울임, 전문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
❍ 또한, 지역균형 뉴딜 지역의 과제로 관 주도의 협의체와 함께 주민협의체가 매우 필요,
주민들과 민간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 이 외에도 귀농귀촌 활성화, 소농의 판로확보, 청년농부 지원 등 후계인력 양성,
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정책, 농촌의 고유기능에 대한 모색할 필요
자료: “농촌 재생 뉴딜 토론회…“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KBS, 2021.10.28.),
“농촌 공간계획 법적 제도화 서둘러야”(충북일보, 2021.10.28.), “농촌이
한국판 뉴딜 핵심 공간돼야”(한국농업신문, 2021.10.30.), “지역균형 튜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자료집,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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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농업인 디지털정보 활용실태 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1.11.1.)

개요
❍ [농촌진흥청, 농업인 디지털정보 활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1.11.1.] 디지털
농업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디지털정보 활용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디지털정보 활용실태’를 조사

※ 조사 대상: 정보화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등과 같은 유무선
인터넷 접속 스마트기기를 의미함)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인 1,083명

조사 결과
❍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는 스마트폰 98.6%, 컴퓨터 94.4% 순※으로
많았고, 스마트패드와 착용형 기기는 각각 41.0%와 24.2%로 절반 이하

※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 특성상 일반 국민 대상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0) 결과(스마트폰 93.1%, 컴퓨터 8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농업인은 정보화 기기를 활용해 뉴스 등 생활 정보를 검색하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판매와 유통, 홍보에 주로 사용
- 농업과 관련된 활용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유통·홍보(29.5%), 디지털 영농일지
작성(17.4%), 실시간 작물 관찰 시시티브이(CCTV) 모니터링(15.9%), 재배 원격
시스템(9.1%) 순
❍ 농업인의 78.3%는 디지털 정보화가 농업·농촌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 신기술을 선호(73.0%)하고 적용(69.8%), 교육과 정보(66.2%)에 관심이 많아
- 농업의 디지털 정보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농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24.7%),
농업경영 비용과 노동력 절감(22.6%), 새로운 농산물 판매시장 개척(14.1%) 순
-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기기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82.8%)하며,
농산물 유통·판매(80.3%), 생산·재배 시스템(78.1%), 기술교육(78.4%), 농업 회계·
재무 시스템(67.4%) 지원을 요구
- 앞으로 받고 싶은 농업 정보화 교육은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전략 교육
(30.0%), 전자상거래 교육(26.6%), 디지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17.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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