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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자료 : 기획재정부(2021.11.9./11.10./11.11.)·농림축산식품부(2021.11.9./11.10.)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9.] 2021년
11월 8일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2021년 11월 8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
❍ 아울러,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하고 있는 요소 3천 톤(차량용 2천 톤, 산업용 1천 톤) 보관을 확인※

※ 요소를 원료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대략 1일 정도 소요

- 차량용 요소 2천 톤 중 7백 톤은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2021년 11월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여 금주 중에 생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

※ 운송 지원을 통해 생산 속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
※※ 요소 2천 톤은 요소수 전환 시 약 6백만 리터에 해당
❍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2021년 11월 8일, 부총리 명의 중국 발전
개혁위원회 서한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총집중
❍ 또한, 2021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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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2021년
11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제정·시행 추진
❍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마지막으로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
- 소방차 6,700여 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 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 시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

※ 매월 평균 요소수 4만 리터 소요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0.]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기 확보 요소수 물량의 긴급 수요처
배분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매점
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첫째, 2021년 11월 10일,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
- 또한, 2021년 11월 10일 오전에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은 선적 완료 후 중국
청도항을 출항, 이와 함께,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 시 90만 리터)이
2021년 11월 18일경 출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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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2021년 11월
11일 중 국내 반입,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2021년 11월 10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
물자로 지정되어 정부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 국내 반입을 추진
❍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요소수 검사 신청이 급증※, 정부는 ① 先 검사 後 서류 보완, ② 현지 확인 절차 사진
대체, ③ 검사인력 증원, ④ 검사기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요소수가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2019) 6건 → (2020) 11건 → (2021.1～9월) 5건 → (2021.10.29.～현재, 12일간) 82건 신청

❍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추가 물량을 확보
-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 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초 국내 도입 예정,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 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
❍ 셋째, 2일 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총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 재고 보유를 확인
- 먼저,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총합은 1,358만 리터
이며,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 749만 리터 파악을 완료
- 다음으로,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해
차량용 요소수 203만 리터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 중
❍ 기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2.5개월 치의 차량용 요소수
보유
-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점검은 300여 개 대형 업체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매점,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넷째, 정부는 군 비축 물량 등 기확보 물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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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 리터는 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는 긴급 제조,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을 시작
- 구체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0만 리터는 11월 11일 14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부산(100톤, 7곳), 인천(40톤, 8곳), 광양(30톤, 5곳), 평택(15톤, 6곳), 울산(15톤, 6곳) 등
-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리터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 대 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섯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2021년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
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해져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보다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1.]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세부 조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첫째, 정부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긴급한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할 계획
❍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랑용 700톤은 11월
10~11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되었으며, 2021년 11월 11일부터
생산에 투입하여 요소수 약 200만 리터※를 생산할 예정

※ 요소수 200만 리터는 사업용 화물차(14.3만 대), 노선･마을･특수버스(2.2만 대) 월 소요량의
약 10일 정도 운행분에 해당

- 생산된 차량용 요소수는 내일부터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에 약 20만 리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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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
-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의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
(2~3곳)를 통해 각 버스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 화물차의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화물차 사용 빈도가 많은 100여 개 주유소로 공급하여 화물차들에게 공급될 계획
❍ 한편,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은 신속히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수요처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4,500리터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
으로 내보낼 계획
- 호주 수입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2021년 11월 11일 김해공항에 도착, 4,500리터는
전국 시·도청으로 공급되어 민간 구급차※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소분
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정해지는 긴급 수요처로 공급할 계획,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는 약 4개월 분량의 물량※※을 확보

※ 전국적으로민간구급차는약3,800여대이며, 이중요소수사용차량은약2,300여대규모
※※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구급차는 이미 3～4개월 치의 재고분이 확보된 상황

- 아울러, 2021년 11월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은 11월
13일 여수항에 도착,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 시 90만 리터)은 2021년
11월 18일 출항 예정
❍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 추가 물량을 확보
- A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요소 기존 5천 톤에 3천 톤을 추가 계약하여 총
8천 톤을, B사는 차량용 요소수 기존 100만 리터에 25만 리터를 추가 계약하여
총 125만 리터를 확보
❍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발표
❍ 향후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및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
❍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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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첫 조정명령으로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되어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

※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

❍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
-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
-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

※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
법」제25조, 징역형과벌금형병과가능)
❍ 넷째,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협회·선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요소
수입 국가, 항만,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신속하게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운송계약을 미체결하여 선사·선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와 협의
하여 수입지 인근 항만의 가용선박을 긴급 지원하고, 선박 확보 애로 시 국가필수
선대(전체 88척 규모)※ 투입 발동을 검토

※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기능 중대 장애 시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
선박을 지정･운영(88척)
농식품부 상황 점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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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1.11.9.] 2021년 11월 9일,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
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남해화학㈜,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KG케미칼㈜

- 또한,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며,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
❍ [농식품부,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 긴급 개최, 2021.11.10.]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하여 원자재 조기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 △비료…2022.2월까지 공급 가능, 3월 이후 수요량 확보에도 총력,
△농기계…요소수 필요 트랙터 4.6% 수준, 농기계 공동이용 지원
2021.11∼12월

소요 예상량

18천 톤

공급 가능량

35천 톤

2022.1∼2월

소요 예상량

44천 톤

공급 가능량

95천 톤

□ 원활한 원자재 확보지원

❍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농협은 비료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하여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

※ 2021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2022년 농협 비료판매 가격 산정 시 반영 예정

-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
- 2021년 11월 중에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업체별 원료
계약 실적, 도입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
❍ 농식품부는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2% → 0%) 지속을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에서 희망하는 중국산 요소
154천 톤을 수입하는 데에 범정부적 총력

※ 이차보전: (2021) 2,000억 원 / 3% → (2022) 6,000억 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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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안정화 방안

❍ 한편, 농협은 불필요한 가수요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실제 필요량만을 우선 공급
- 2022년 2월까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지역농협별 판매량과 현 재고량을
파악하여 주간 단위로 지역 농협별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
- 특히, 2021년 연말까지의 제주 및 남부지역의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 및 복합비료 수요
(18천 톤 내외)에 대해서는 농협과 비료회사에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2021.11.10.)
하기로 협의
- 2022년 226만 톤의 유기질비료도 차질없이 공급함으로써 대체비료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
□ 요소수 필요 농기계

❍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 이후 제조된 트랙터, 콤바인(75마력(56kw)
이상)만이 해당, 현재 농가에 보급된 요소수 필요 농기계는 트랙터 17천 대, 콤바인
10천 대 수준이며, 이는 농가 보유 전체 트랙터(383천 대) 및 콤바인(79천 대) 중
각각 4.6%, 12.5% 수준
- 특히, 콤바인의 경우 벼 수확이 종료됨(진도율 97%, 2021.11.3. 기준)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베일러 작업(사료용 볏짚 수거)에 필요한 트랙터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2016년
이전 생산 75마력 트랙터 보유 농가를 파악하여 필요 농가와 연계를 추진할 계획
- 농협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요소수 부족 농가에 농작업을 우선 지원
하고, 전국 시·군에 설치 운용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요소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관리, 비료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 「비료 수급대책 TF※」를 운영,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재 수급 안정 및 차질 없는 농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

※ 농식품부(단장 차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비료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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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COP26 참석 결과
자료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11.9.)

❍ [2050 탄소중립위원회, COP26 계기 호주·영국·프랑스 등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협력 강화 협의, 2021.11.9.]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2021.11.1.-11.12.) 중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 계기, △제이미 이스비스터(Jamie Isbister) 호주 외교부 환경대사,
△데벤 경(Lord Deben)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위원장,
△로랑 미쉘(Laurent Michel) 프랑스 생태전환부 에너지·기후 실장 등을 면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촉구
- (주요 내용) △호주·영국·프랑스 등, 한국의 탄소중립 시민회의, 협의체 운영 등
여론수렴 과정 및 협의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긍정 평가, △COP26 개최
2주 차(11.8.-11.12.)에도 ▵UNFCCC 주최 부대행사에서 한국의 ‘2030 국가감축목표
(2030 NDC)’ 수립 과정과 의의 발표, ▵유럽연합(EU),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할 계획

APEC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AMM) 참석 결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2021.11.10.)

❍ [산업통상자원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참석 결과, 2021.11.10.]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년 11.8(월)~9(화)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 차지(2020년 기준)
※※ 2021.11.8.: 20:00-22:30 통상장관회의, 2021.11.9.: 20:00-22:30 외교장관회

- (주요 내용) △APEC 정상회의※(2021.11.12.)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

※ 2021년 APEC 주제: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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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PEC 합동각료성명서 요지>
◈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백신 공급·공유 확대, △백신 생산 기술의 자발적인 이전 노력, △백신
관련 상품 가격 인하 고려 등, (국경간 이동 재개 논의) △필수품·인력 이동 원활화, △역내 국경
간 안전한 이동재개 논의 진전
◈ 경제·무역 정책 협력: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EAASR) 환영,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 진전, (무역·투자) △시장 개방 및 공급망 붕괴 해결 약속 재확인,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경제통합 진전 △공급망 강화 협력, (WTO 활동 지원) 세계
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협력: ① 팬데믹 대응, ② 수산보조금 협상 성과 도출,
③ 농업협상 진전, ④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간 협상(JSI) 진전, ⑤ WTO 기능 개선
◈ 지속가능성·포용성: (포용성 증진) △2021 APEC 경제정책보고서 “구조개혁과 일의 미래” 발간
환영, △부패 척결 노력, △소외·취약계층의 경제 잠재력 개발, (여성·중소기업 지원) △‘여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세레나 로드맵’ 이행 가속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기후변화 대응) △2022 APEC 경제정책보고서 주제 “경제충격으로부터 녹색
회복” 환영, △APEC 환경상품목록 업데이트 및 이행점검 환영, △환경서비스 논의 진전, △비
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노력,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역내 산림면적 2천만 헥타르
증가 목표 달성 평가, △해양쓰레기 로드맵 지속 이행, △2030년 식량안보 로드맵 환영
◈ 혁신·디지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격차 해소,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로드맵(AIDER)
이행 가속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 △국경 통관 조치의 디지털화 노력, △데이터 이전 촉진, △디지털
거래 시 소비자 신뢰 강화 협력, △개인정보 보호 협력
◈ APEC 조직 강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부합하도록 APEC 거버넌스 개선 노력. 끝.

◈ 농업·농촌 동향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1.)

❍ [농식품부,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1.11.11.] 2021년 11월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하는 농업, 따뜻한 농촌’을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

- (주요 내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
하는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농업·농촌이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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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9.)

❍ [농식품부, 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2021.11.9.] 농식품부는 2021년 11월 1일 재개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021년 11월
10일 자로 종료, 지난 1주일간(11.1~11.7)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565만 건
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09억 원으로, 11월 10일경
배정예산(155억 원)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2021년 11월 9일(화) 자정까지 가능, 실적은
11월 10일(수) 자정까지 주문·결제한 것까지 인정, △이번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사업은 지역화폐(76개소)를 통해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각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총 25억 원) 소진 시 최종 종료될 전망

지리적표시제 등록단체 일제 점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등록단체 일제 점검, 2021.11.12.] 지리적
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대다수는 정상 운영(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 출하 등 운영 미흡 평가※※

※ (중점 점검 사항) ①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운영현황, ②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체계,
③ 지리적표시품 생산 및 출하 현황 등을 집중 점검
※※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등 40개소는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에서 높게 평가, △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및 운영 부진 등으로
미흡으로 평가

- (향후 계획)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우수단체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활성화 계획 수립 등 관리 강화 추진
<지리적표시제 개요>
◈ 지리적표시제(1999년 도입)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요건 구비 시 인증마크를 부여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① 해당 품목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유명성 등을 갖추었는지,
②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③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짐.
※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21.11월): 농산물(가공품 포함) 101건, 임산물 55, 수산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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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ㆍ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1.)

❍ [농식품부,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2021.11.11.]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1월 11일,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 (참석): 농식품부, 롯데중앙연구소, 신세계푸드, 태경농산, 지구인컴퍼니, 다나그린, 셀미트,
엑셀세라퓨틱스, 티리보스, 서울대, 충남대 등 12명

- (개최 목적) 대체식품 관련 기업인(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전문가 참여하여
산업 동향 공유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정책 지원 수요
발굴 등 소통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대체식품 산업 동향, 연구개발※ 등 정보공유,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의견수렴 등

※ 식물성 대체육, 대체육 소재(식물성 조직 단백질(TVP), 첨가물), 배양육, 배양육 소재(배양액,
지지체) 중심
<참고: 농식품부 5대 유망식품 육성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2019.12.)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
※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 (연구개발(R&D) 투자※) 식물성 단백질 등 대체 식품소재 발굴 및 가공·배양 등 산업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집중 지원(2021~2025)
※ (식물성 대체식품) 소재 탐색 및 가공적성 연구, 가공·제품화 기술 개발 등, (배양육) 세포배양
원천기술 및 배양액 등 연관기술 연구개발 추진
- (세제지원 확대※) 대체식품 연구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기업 대상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최대 40%)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
(최대 15%)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 (정보공유※) 분야별 연구개발(R&D) 총괄 과제, 시장조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리포트 발간을 통해 전문적 지식·정보 제공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식육가공품(aT, 2020.10.), 배양육 분야 동향 보고서(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1.7.), 식물성 대체육 분야 동향 보고서(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1.11. 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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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 산림청(2021.11.11.)

❍ [산림청,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1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임업공익직불제: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
- (향후 일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2022년 10월
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
- (기대 효과)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1.9./11.10./11.1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11.1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2021.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 (주요 내용)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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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김부겸 국무총리, 충북 음성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관련,

긴급지시, 2021.11.10.] 는 2021년 11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
- (농식품부 장관) 인근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하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 (환경부 장관) 야생철새 예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철새 감시
체계를 강화,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와 협조하여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조치 철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1.11.10.]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H5N1형)과 육용오리 농장(방역대 3km 이내) 의심축 발생에 따라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
- (방역 강화대책) (오염지역) 오염원의 발견·제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와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소독·통제를 강화, (농장·축산시설) 농장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차단방역 수준 제고를 위한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
(수평전파)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 2021.11.11.] 2021년 11월 11일(목), 충북 음성 소재 육용
오리 농장※(약 23천 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해당 농장은 2021년 11월 9일 발생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의 방역대(3km) 내 농장으로
방역대 일제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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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귀농귀촌 농촌체험 ‘만원의 행복으로 농촌 살리기 2탄’ 참여자 모집(2021.11.8.)
-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1년 11월 9일부터 귀농
귀촌 농촌체험 ‘만원의 행복으로 농촌 살리기 2탄’ 참가자를 모집,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별 신청 가능 인원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이 체험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촌 휴양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1년 10월에 진행한 ‘비대면 귀농귀촌 농촌
체험 꾸러미’가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대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시 진행
- 대표 프로그램은 제철농산물 수확, 장 담그기, 농산물 가공체험, 도 농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이며,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소속 체험마을 24곳에서 진행, 권역별로 보면 ▲동부권:
가평군, 양평군, ▲남부권: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북부권: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강원

• 강원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추진(2021.11.9.)
-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으로 그동안 강원도는 12개 시군에
32곳이 선정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예비
사업도 38곳에서 추진 중
- 강원도는 도시재생 인식확산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또한,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우수 지자
체의 담당자에게는 연말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
※ 2021년도 10월 현재: 총 3,767건(현수막, SNS, 언론홍보, 소식지 등)
• 강원도, 인제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동제한 해제(2021.11.9.)
-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0월 5일 인제군 ASF 농장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를 위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021년 11월 9일 00시부로 해제
- ❶ 인제군 ASF 발생농장 정밀(환경)검사 결과 ‘전건 음성’, 이동제한 해제, ❷ 오염원 제거, 농장
시설 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 충북도,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접수(2021.11.8.)

충북

- 충청북도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공급될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접수
- (유기질비료)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이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포(20kg)당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
비료 1,300~1,600원
- (토양개량제) 신청대상: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른 2022년 공급대상지역
으로, 지난 2019년 2월~5월 2022년 공급물량분 일괄 신청 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규산질, 석회질(2종, 석회고토·패화석) /
특히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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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한편 그동안 도에서는 유기질비료 2,396천 톤, 1,822억 원(2006~2020), 토양개량제 744천 톤,
897억 원(2002~2020)을 지원하여 토양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크게 기여

충남

• 충남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언더2연합 총회 기조연설(2021.11.8.)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스트라스 클라이드대학서 2021년 11월 7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부대행사로 열린 언더2연합※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 등에게 “더 멀리, 더 빨리,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아가자”고 제안
※ 언더2연합: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국제
기구로, 전 세계 231개 중앙·지방정부가 가입해 활동 중
- 양 지사는 ▲대한민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적 매년 공개,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 기후 비상상황 선포,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선정
등 도의 기후위기 대응 선도 정책 추진을 인정받으며, 2020년 12월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으로 선출
- 양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도지사 취임 당시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가량인
30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어 ‘깨끗한 공기, 맑은 충청 프로젝트’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도민과
함께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소개, 또한 “충남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등 절박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탈석탄 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
- 아울러, “더 많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언더2연합과 협력해 의미 있는 기후 활동이 펼쳐지길 희망
한다”라며 “충남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의장 도로서 실천적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201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 전북도,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접수(2021.11.8.)

전북

전남

- 전라북도는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2021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군 읍·
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류는 시·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1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
- (유기질비료)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 비료: 총 5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하게 되며,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a당 2,000kg(100포)을 초과 신청할 수 없음. / 지원혜택: 20kg 1포당 전환보조금 1,000원과 시군비
600원을 포함 최대 1,60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
- (토양개량제 대상 지역) 시·군의 토양개량제 3년 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공급 대상인 읍·면·
동으로 규산질 입상,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등 3종의 토양개량제가 무상으로 공급
• 전남도, 570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2021.11.9.)
- 전라남도는 2021년산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7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를
지급, 올해 전남지역 12만 6천여 농업인이 해당하며, 평균 지급 단가는 ha당 66만 원
※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남도가 쌀 시장 개방,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하고,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 정부가 지원
하는 공익직불금,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는 별도 지급, 2001년 18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9천120억 원에 달해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
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1천㎡(0.1ha) 이상 면적의 벼를 직접 재배
하는 농업인이며,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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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전남도, 고흥 유자제품, 아마존 타고 미국 코스트코 진출(2021.11.8.)
- 전남의 대표 농산물인 고흥 유자 제품이 미국 초대형 할인마켓인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위해
2021년 11월 8일 고흥 두원면 에덴식품에서 수출 컨테이너 상차식을 가졌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
- 이날 컨테이너에 상차한 ‘유기농 유자주스’는 21만 4천 달러 상당, 40FT 컨테이너 4개 물량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이고 등 미 서부지역 80개 매장에 우선 입점, 소비자 반응에 따라
2022년엔 미국 내 559개 코스트코 매장으로 입점을 확대할 전망

경북

• 경북도, 2022년 농어민수당 지급 위한 마지막 절차 돌입(2021.11.8.)
- 경상북도는 2022년 지급예정인 농어민수당과 관련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개시※
- (2021.1.4.)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이후 농어업인단체 및 시군 의견수렴 →
(2021.9.15.)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경영체별로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안을 확정한 이후 경상북도의회 동의 절차와 시군 협의
절차 진행 → (2021.11.5.~) 보건복지부와 제도 시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
- 협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2년 1~2월경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 상세한 신청절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협의가 끝나는 2021년 말쯤 발표할 예정

경남

• 경남도, 14만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지급(202.11.10.)
- 경상남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021년 11월 10일부터 지급,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천
농가(9만 7천ha)에 총 2,21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4억 원(6만 7천 농가),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
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401억 원(7만 7천 명)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제주

• 제주도, 전국 최초 드론 활용 월동채소 재배면적 관측 ‘본격화’(2021.11.8.)
-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을 활용해 제주도 전체 농경지 대상 지역별·품목별 재배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드론 기술과 팜맵※의 농지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 협업으로 진행
※ 팜맵(farmmap):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을 이용해 농경지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농식품부)
- 드론 촬영은 2021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전체 농경지(5만 4,000ha, 28만 6,000필지)를 대상
으로,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와 비교 검증 등을 통해 12월 초 최종 재배면적을 산출할 예정,
산출된 정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업현장에 제공하고 월동채소 수급안정 정책에 활용할 계획
- 또한, 농업통계 조사기관 간 오차 발생에 따른 농업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실측 및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농업통계를 일원화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농업관측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통계청
등 중앙정부와 협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 아울러, 미래전략국의 ‘농작물 자동탐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월동채소 자동식별 및 재배면적 산출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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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2022년 소비 트렌드 전망 외
[기획] 트렌드 2022년 소비 트렌드 전망
※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2”(2021.1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소비 트렌드 전망
❍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2년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나노 사회※’를
제시, 특히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만능주의로 인해서 개인은 더욱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나노 사회로의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

※ ‘나노 사회’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의미

- 이 밖에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재감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등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 ‘TIGER OR CAT’이라는 줄임말로 요약
- 한국 사회가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범띠해에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수도, 아니면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뜻
❙2022년 소비 트렌드 전망❙

※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2(그림: 매일경제,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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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2019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PIGGY DREAM’)❙

Play the Concept
Invite to the ‘Cell Market’
Going New-tro
Green Survival
You are My Proxy Emotion
Data Intelligence
Rebirth of Space
Emerging ‘Millenial Family’
As Being Myself
Manners Maketh the Consumer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19(2018.)

• 콘셉트를 연출하라 ❙ 가성비보다 공감할 수 있는 콘셉트에 열광
• 세포마켓 ❙ 1인 미디어로 직접 판매에 뛰어든 셀슈머
• 요즘옛날, 뉴트로 ❙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매력
• 필(必)환경시대 ❙ 환경이 필수인 시대
• 감정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 감정근육이 약해진 ‘컬링세대’
• 데이터 인텔리전스 ❙ 데이터지능(DI)으로 의사결정
•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공간
• 밀레니얼 가족 ❙ 엄마의 변신, 가족의 진화
•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 정체성 중요한 ‘미코노미(Me+Economy)
• 매너소비자 ❙ 직원과 손님 간 균형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MIGHTY MICE’)❙

Me and Myselves
Immediate satisfaction
Goodness and fairness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Technology of hyper-personalization
You're with us ‘fansumer’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Conveneience as a premium
Elevate yourself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0(2019.)

• 멀티 페르소나 ❙ 회사와 집의 나는 달라 ‘다중 가면’
• 라스트핏 이코노미 ❙ 마지막 접점에서의 만족 중시
• 페어 플레이어 ❙ 선한 영향력과 공정성 중시
• 스트리밍 라이프 ❙ 차도 집도 물건도 ‘소유 대신 경험’
• 초개인화 기술 ❙ 0.1명 단위로 세분화된 시장
• 팬슈머 ❙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팬+소비자
• 특화생존 ❙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 된다
• 오팔세대 ❙ 청년처럼 소비하는 신중년층
• 편리미엄 ❙ 시간 아껴주는 ‘편리함’이 프리미엄
• 업글인간 ❙ 승진보다 성장이 중요한 직장인

❙2021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COWBOY HERO’)❙

Coming of ‘V-nomics’
Omni-layered Homes
We Are the Money-friendly Generation
Best We Pivot
On This Rollercoaster Life
Your Daily Sporty Life
Heading to the Resell Market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Real Me: Searching for My Own Label
Ontack, Untact with a Human Touch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1(2020.)

• V-노믹스 시대의 도래 ❙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
• 옴니-레이어드 홈 ❙ 다기능화되어 가는 레이어드 홈
• 자본주의 키즈 ❙ 돈과 소비에 편견 없는 새로운 소비층의 출현
• 거침없이 ‘피보팅’ ❙ 빠른 사업 전환 트렌드
• 롤코라이프 ❙ 상식을 뛰어넘는 짧은 변주와 이색 콜로보
• 오하운, 오늘하루운동 ❙ 거센 운동 붐
• N차 신상 ❙ 중고시장의 엄청난 성장세
• CX 유니버스 ❙ 고객경험의 혁신
• ‘레이블링 게임’ ❙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자기 정체성 찾기
• ‘휴먼 터치’ ❙진심이 담긴 인간적 감성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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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1 2021 IMD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 결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2021 IMD 디지털경쟁력 순위와
수출기업 디지털 환경 조사”(TRADE BRIEF, No.12, 2021.11.1.)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2021년 10월 발표한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64개국 중 12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 8위에서 4계단 하락

※ IMD는 스위스 로잔 소재의 사립 경영대학원으로서 대학원 내 연구소인 세계경쟁력센터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WCC)가 6월 국가경쟁력 순위를, 10월 디지털 경쟁력 순위,
11월 재능 순위를 발표

- 한편, IMD가 6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3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2020년 11월 발표한 재능(talent) 순위에서는 31위를 차지
❍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대만에 이어 3위를, 1인당 GDP 2만$
이상인 국가 중에는 1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4위를 차지
❍ 2021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한국(12위)과 일본(28위)은 소폭 하락한 반면, 대만
(8위)과 중국(15위)은 최근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중국은 2016년 35위에서 올해 15위, 대만은 2018년 16위에서 올해 8위로 상승

❍ 한국은 온라인 참여, 전자상거래, 로봇사용, 민관협력 등 미래준비 항목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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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가진 항목은 미래준비(Future Readiness)로 5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술(technology) 항목 13위, 지식(Knowledge) 항목 15위를 차지※

※ IMD는 3개 대분류(지식, 기술, 미래준비), 9개 중분류(재능, 교육훈련, 과학, 제도, 자본, 기술
기반, 대응태도, 비즈니스, IT융합), 52개 소분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조사와전문가및CEO 설문조사를합산해경쟁력을평가

- (미래준비) 온라인참여(1), 전자상거래(2), 로봇사용(3), 민관협력(2)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태블릿PC 사용(22), 글로벌 태도(17), 빅데이터 분석(26), 정부
서비스(16), 사이버보안(23) 등에서 전년보다 하락
- (기술) 중 분쟁해결(2), IT자본시장(2), 인터넷사용자(7), 기술제품 수출비중(7) 등
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창업환경(19), 기술개발/응용 지원(45), 금융(42),
통신투자(44), 인터넷속도(12) 등의 분야에서 전년 보다 하락하거나 낮은 순위
- (지식) 수리능력(6), 도시환경(9), 고등교육 이수(4), R&D 지출비중(2) 및 인력비중
(3), 기술특허출원(3)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고위 임원의 국제경험(52),
외국인 고급인력(46), 교육지출(38), 여성연구 인력(53), 과학기술분야 고용(33) 등
에서는 낮게 평가
❍ 아시아 4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개 대분류 중 미래준비 항목에서 앞서 있고,
대만은 기술 항목, 중국은 지식 항목에서 타 국가보다 경쟁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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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OECD 농업 환경 성과 지표 분석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 환경 성과 지표
분석”(2021.9.6.)(출처: OECD사무국, ‘Measur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Across OECD Countries(20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괄>
❍ OECD 37개 회원국들의 7개 분야※의 △농업 특성과 농업활동과 연관된 △환경성
지표들의 현황을 정리

※ (농업일반) I) 농지 면적, 이용 실태, 축산 규모 등 농업 일반, i ) 농지 용도 변경, i i) 투입재
사용(환경성과), iv) 농지 양분 수지(N, P), v) 농업 온실가스 배출, vi) 암모니아 배출, vii) 농업
생물다양성

- 각 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하면 각 회원국들의 농업환경 실태와 그간 노력한 관련
정책들의 성과 파악이 가능

※ 각 지표의 통계 데이터는 FAO “식품 및 농업 데이터(2021)”, UNFCCC “온실 가스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2020)”, OECD, “농업 환경지표 데이터베이스(2021)” 등에서 취합
<주요 평가, OECD 전체>
■ 농업 일반
❍ 농경지 경작지 초지 가축 사육두수 등 농업 규모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 OECD 국가의 농경지는 12억 ha로 세계 농경지의 26%에 해당되며, 이 중 3분의 1은
작물 재배에 사용
- 4억 4,800만 두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가축의 2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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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용도 변경
❍ 전체 농경지 경작지 및 초지의 변화에 대한 자료로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의
변화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파악
❍ 2007년 이후 OECD 국가들의 농지 면적 변화는 주로 초지와 경작지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감소 면적은 산림, 비작물 식생, 인위적 용지로 전환

■ 투입재 사용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 시 사용되는 에너지, 비료, 농약, 용수 등의 투입
자원에 대한 데이터는 농업환경에 대한 부하와 밀접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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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OECD 국가는 2005-2007년부터 2015-2017년까지 농업 생산량을 제고
하였고, 이에 같은 기간 물, 질소비료 등 가변투입량과 사용량(토지단위 사용량)은
증가
- 이는 잠재적으로 수자원 부족과 수질 악화, GHG 배출 증가,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지 양분 수지
❍ 이 데이터는 주요 영양소인 질소(N) 및 인(P)에 대한 농지 내 양분 수지 및 사용
효율성의 장기적인 경향을 나타냄.
- 농지 양분 수지 지표는 농업이 공기, 토양 및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 가능
❍ OECD 국가들의 인(P)에 대한 수지 중앙값은 2005-2007년 5kg/ha에서 2015-2017년
3kg/ha로 47% 감소
❍ 질소(N) 수지는 2005-2007년 50kg/ha에서 2015-2017년 48kg/ha로 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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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온실가스 배출
❍ 농업 활동은 아산화질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며, 이 데이터는
농업분야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량 집약도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줌.
❍ OECD 국가들은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의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2007년 1.42Gt CO2eq에서 2015-2017년
1.47Gt CO2eq로 3% 증가
- 2015-2017년 GHG 배출량은 전 세계 농업 배출량(5.2Gt of CO2eq)의 28%에 해당,
배출량의 절반은 주로 반추동물 사육과 쌀 생산에서 나오는 메탄 형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주로 유기 및 무기 비료에서 비롯된 이산화질소 형태
❍ OECD 국가들은 GHG 배출 집약도는 1.4kg of CO2eq/USD에서 1.36kg of CO2eq/USD
으로 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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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배출
❍ 농업생산 시 암모니아의 배출은 토양, 물의 산성화 및 수자원의 부영양화를 초래
하며, 이 데이터는 암모니아 배출 경향을 나타냄.
❍ OECD 국가들의 농업 생산 시 암모니아 배출량은 2005-2007년 820만 톤에서 2015-2017년
790만 톤으로 4% 감소

■ 농업 생물다양성
❍ 많은 국가에서 농업분야의 생물다양성 지표로 농지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수를 사용
❍ 이 지수에 따르면 최근 농업분야 생물다양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지 조류의 생물다양성을 추적하는 23개국 중 21개국은 2005-2015년 기간 동안
농지 조류 지표의 음(-)의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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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식품 지리적표시제
※ 유럽의회조사처의 “Revision of the EU legisl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2021.10.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지리적표시제
❍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지리적표시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상표권과는 달리, 지역
내에 있는 생산자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합적인 권리를 의미함.
- 1)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와인과 식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생산
부터 가공까지 모든 단계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함.
- 2)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와인과 식품에 부착되며, 생산 및 가공의
한 가지 이상의 특정 단계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3) Geographical Indication of spirit drinks and aromatised wines: 생산과정 중 최소
한 단계(예: 증류)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원료가 지역 내
에서 생산될 필요는 없음.
- 지리적표시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인증제도로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가
있음. 이는 생산과정에서 전통적 특성(traditional aspects)이 반영된 경우(생산방식,
구성 등) 부착이 가능함.
❙유럽연합 지리적표시제의 종류❙
지리적표시제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지리적표시제 아님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of spirit drinks and
aromatised wines*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자료 출처: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ood-safety-and-quality/(* 동일 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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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농촌 및 농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킴.
- (농민과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가치사슬 내에서 농민과 생산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와줌.
- (지적재산권의 보호) 유럽연합 내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국가 간 혹은 유럽연합 외부와의
교역보다, 내부에서의 교역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시장의 통합) 여러 회원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통해 무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유럽연합 시장의 통합을 촉진함.
-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농민과 생산자에게 공정한 수익 지급)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농민과 생산자들은 가격 프리미엄과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 긍정적 영향) 식료품 분야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관광
수익 또한 얻을 수 있음.
- (제3국에 대한 영향) 제3국의 가치사슬에서는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임.
❍ 지리적표시제의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정된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 2018에 발표된 지리적표시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4분기에는 새로운 지리적표시제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유럽
연합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지리적표시제의
영향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하고자 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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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地球温暖化対策計画”(2021.10.27.), 일본농업신문
“温室ガス排出削減 30年度 3.5%分を農業分野で 農水省が計画改定”(2021.10.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10월 27일,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하였음.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2050년까지 실질 제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5%를 감축
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
❍ 환경부하 경감 정책방침인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바탕으로 시설 원예와 농기계
에너지 절약화, 이산화탄소 토양 저류, 논 메탄 배출 감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치 목표를 재검토하였음.
❍ 새롭게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3.5%를 기준으로 2013~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약 4,953만 톤 CO2eq임.
- (원예) 2030년도까지 히트 펌프, 목질 바이오매스 난방기 등의 에너지 절약 기기,
공기 순환팬·커튼 등 절전 설비 도입을 늘려 155만 톤 CO2eq 절감을 목표로 함.
- (토양 저류) 배출 감축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는 토양 저류도 추진함. 퇴비나
녹비 같은 유기물 외에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숯을 토양에 유입하여 2030년까지
850만 톤 CO2eq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기계) 효율적인 자동차 조타장치 등을 탑재한 에너지 절약 농기계의 도입을
통해 7,900톤 CO2eq 절감을 목표로 함.
- (토양)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104만 톤 CO2eq 감축을 목표로 중간낙수 기간
연장을 통해 토양 통기성을 높이는 관리법을 새롭게 보급하고, 화학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비료 사용을 줄여 24만 톤 CO2eq를 감축함.
- (산림) 농림수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문은 산림
부문임. 산림흡수를 통해 약 3,800만 톤 CO2eq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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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은 각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기술이나 기기의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소 현황 및 목표❙
구분
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 수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수
에너지 절약 농기계 도입 수
논 중간낙수 기간 연장 보급률
화학비료(질소) 수요량
토지·토양 탄소 흡수(이산화탄소)

<2019년>
10만 9,000대
21만 7,000곳
9,100대
39만 3,000톤(2017년도)
176만 톤

⇨

<2030년>
17만 대
37만 6,000곳
19만 대
30%
35만 8,000톤
850만 톤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climate/taisaku/top.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4562

언론 동향

주요국 탄소중립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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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탄소중립 실천방안
<개요>
❍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기후 관련 논문 9만여 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자의
99.9%가 화석연료 사용 등의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지
- 2021년 8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6차 보고서에서
“인간의 영향에 의한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
❍ 앞으로 기후 의제는 환경 부문과 함께 국제 통상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국가 전반의 정책은 물론 농업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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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it for 55>
❍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EU 그린딜 추진현황❙

❍ 법적 구속력을 위해 2020년 3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고, 2021년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조정하는 골자로 한
‘핏포 55(Fit for 55)’라는 이름의 정책패키지를 제시
❍ 우선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

※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기업 운영을 하되, 남거나 모자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
할 수 있는 제도

- 현재 철강·알루미늄·전기·화학·시멘트·항공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의 연간 탄소 감축량을 현행 2.2%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분야도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
❍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

※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
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관세

-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피해를
보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옮겨가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시멘트, 철강 및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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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2030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과세추징금은 유럽 경제회복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혀
- 한 국가의 탄소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전 세계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역외 수입품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국경세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 이외에도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량 등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

※ 2030년 승용차의 배출 감축 목표는 37.5% → 55%, 소형상용차는 31% → 50%로 강화, 대신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를 2050년 100만 개소, 2030년까지 350만 개소로 설정하고
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 이에 따라 운송분야 내 탈탄소화가 본격화될 전망

❍ 에너지 과세지침도 개정해 화석연료에 대한 최소과세를 10.75유로/GJ로 가장 높게
설정하고, 천연가스·LPG 등의 연료에는 7.17유로/GJ,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에는 가장 최저요율인 0.15유로/GJ를 적용키로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최종 에너지 소비의 32%에서 40%로 끌어올리되,
지속가능하지 않은 벌채 등을 막기 위해 목재 바이오매스는 수급에 제한을 두고,
발전용 연료로 활용되는 목재의 채취에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금지할 것을 제안
<EU…Farm to Fork>
❍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EU의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유럽 그린딜의 중요한 축을 담당
-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으로, 생산 부문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화학농약 사용 50% 감축, △비료사용량 최소 20% 감축,
△가축과 양식 수산물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유기농업 면적 25%로 확대 등 제시
❍ 식품 소비의 경우 육류섭취를 줄이고 야채 소비를 늘리되 2022년부터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측정방식을 도입, 식품유통기한 표시방식 개선 등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겨
❍ 2021년 6월 최종 합의가 이뤄진 공동농업정책(CAP) 2023-2027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중을 전체 농업예산의 40% 이상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직접지불을
위한 예산의 최소 25%를 유기농업이나 농업생태학, 탄소농업 등에 지원하도록 했고,
농촌개발기금의 최소 35%를 기후나 생물다양성, 환경 및 동물복지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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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그린뉴딜>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조 7,000억 달러(약 18,670
조 원)를 투자하기로
❍ 그린뉴딜은 과거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바이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는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제안
❍ 미국 농무부는 탄소중립과 관련, 최근 검증된 토양관리 기법을 통해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관심을 갖고, 2021년 4월에는 토지 건강과
기후스마트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한 연구 혁신을 위해 2,170만 달러(약 243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
❍ 미국 상원은 2021년 6월 탄소배출량 감축에 참여,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을 기술 서비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성장하는 기후
변화 해결법안’을 통과시켜
<일본…녹색식량시스템>
❍ 일본이 2021년 5월 수립한 ‘녹색식량시스템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
-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기존 살충제를 대체하는 신규 농약 등을 개발해 2050년
까지 화학농약 사용량을 50% 절감하고, △수입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
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감축, △2050년까지 유기식품 시장을 확대하면서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25%(100만ha)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 또한, 원예시설의 경우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로 전면 전환하고, 농업기계나 어선의 경우 20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을 확립한다는 계획
- 2030년까지 AI에 의한 수요예측과 새로운 포장자재 개발 등의 기술로 식품 낭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식품제조업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자동화 등을 추진, 노동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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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부문 탄소배출량 2050년까지 37.7% 감축>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농축수산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2,470만 톤 대비 37.7% 줄어든 1,540만 톤이 될 전망
❍ 이 시나리오 초안은 온실가스 핵심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해 205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6억 8,630만 t) 대비 96.3~100% 줄어든 0~2,540만 톤으로 제시했는
데, 최종안은 2050년까지 반드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달성할 것이 목표
- 다만,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을 제시
❍ 농업계가 주목한 농축산부문에선 달라진 점이 거의 없으며, 탄소배출량 목표가
초안에선 시나리오별로 2018년보다 31.2~37.7% 감축한 1,540~1,710만 톤이었는데,
최종안은 A·B안 모두 1,540만 톤으로 정해졌으며, 감축 방법도 초안 그대로 유지
-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농기계와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기·수소로 전환, 친환경농법 확대 등으로 영농법을
개선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
- 벼농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논물 관리방식을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은 확대
- 축산분야에선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았으며, 아울러 대체가공식품 이용 등을 확대해 식습관을 전환하기로
❍ 농업계에서는 초안이 공개된 뒤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농업과 먹거리 관련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시나리오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26.3%’
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도 함께 심의·의결
자료: “농축산부문 탄소배출량 2050년까지 37.7% 줄여야”(농민신문, 2021.10.21.),
“EU ‘Fit for 55’와 주요국 탄소중립 실천방안”(한국농어민신문,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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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소스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2.)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소스류※
발표, 2021.11.12.] 소스류에 대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

※ (정의) 소스류는 식품공전 상 조미식품의 하위 품목으로서,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 풍미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
※ (종류) 소스류에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번
연구에는 복합조미식품은 제외하고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만 포함

소스류 생산 및 수출입
❍ [소스류※ 생산액] 2020년 기준 2조 296억 원으로 2016년(1조 6,584억 원) 대비 22.4% 증가

※ 소스류: 소스/마요네즈/토마토케첩(복합조미식품 제외)

- 간편식 시장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선호 현상 등으로 간편 소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해 소스 시장은 성장 중
❙소스류 생산 현황(단위: 백만 원, 톤, %)❙

※ 식품의약품안전처(2016년～2020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별 소스류 생산실적(소스,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자료로 재구성함.
1) 원천 자료의 합계를 백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의 일의 자릿수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소스(2018년부터 드레싱이 소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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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유형별 점유율(단위: 백만 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2016년～2020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별 소스류 생산실적(소스,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자료로 재구성함.
1) 원천 자료의 합계를 백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의 일의 자릿수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소스(2018년부터 드레싱이 소스에 포함)
❍ [소스류 수출·수입액] 수출액은 2020년 1억 8,347만 달러로 2016년 대비 85.7% 증가,
수입액은 1억 8,76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34.8% 증가
❙소스류 전체 수출입 동향(단위: 천 달러)❙

1) 토마토케첩(HS코드 2103.20.1000 토마토케첩), 마요네즈(HS코드2103.90.9010 마요네스), 소스(HS코드
2103.20.2000 토마토 소스+ HS코드 2103.90.9090 기타)의 합계 값임.
2) 천 달러 기준으로 작성한 가운데, 합계 값 일의 자릿수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출) 주요 수출국은 수출액 기준 중국(22.2%), 미국(21.6%), 러시아(13.5%), 일본
(7.3%) 등이며, 이들 4개국이 전체의 64.6%를 차지
- (수입) 주요 수입국은 중국(44.8%), 미국(13.3%), 일본(12.5%), 태국(8.1%) 순으로
상위 4개국이 78.7%의 점유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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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수출입 현황(단위: 천 달러)❙
구분

수출액

수입액

총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총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2016년
98,776
21,618
18,795
14,106
139,275
57,873
20,840
18,609

2017년
121,680
21,605
20,375
20,154
160,595
68,778
21,845
21,867

2018년
126,370
22,908
24,512
21,140
186,125
76,491
22,817
30,440

2019년
140,613
27,965
28,544
21,366
176,873
76,334
24,015
24,316

2020년
183,472
40,684
39,712
24,842
187,688
84,007
24,918
23,388

※ 관세청(2021.6.30.), 수출입무역통계
1) 원천 자료의 합계를 천 달러 단위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의 일의 자릿수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토마토케첩(HS코드 2103.20.1000 토마토케첩), 마요네즈(HS코드2103.90.9010 마요네스), 소스(HS코드 2103.20.2000
토마토 소스+ HS코드 2103.90.9090 기타)의 합계 값임.
시장트렌드 및 소비자동향
❍ [2021년 소스 시장 핵심 트렌드] ① 파스타 등의 서구형 소스, ② 고추장 소스 등
장류 베이스 소스, ③ 마라·스리차차 소스 등 동남아 매운 소스, ④ 만능장 등
간편 소스
- 소비자는 소스류 소비를 통해 ‘새로운 맛/맛있는 경험’, ‘(간편한)요리의 즐거움’,
‘(소스가 동봉된 HMR로 인한)삶의 여유’ 등을 추구
❍ [소스류 유형별 점유]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80% 이상이 가정에 토마토
케첩과 마요네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돈가스·스테이크소스(57.8%),
샐러드드레싱(56.8), 중식 소스(56) 순으로 보유 중
❍ [해외시장동향] 세계 소스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922억 달러로 2016년(767억 달러)
대비 20.2% 성장했으며, 이후에도 지속 확대되어 2025년에는 약 1,124억 달러까지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소스류 시장 글로벌 트렌드) 클린라벨※(Clean Label:무첨가식품), 프리미엄화,
간편성 추구 등

※ 클린라벨: 합성첨가물 무첨가, 간결한 원료 사용, 가공 최소화 등을 기준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첨가물을 줄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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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