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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2년 정부 업무보고(2)
자료 : 기획재정부(2021.12.28.)

개요
❍ [정부, 2022년 5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2021.12.22.] 5개 부처※는 2021년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중점 추진과제
❍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 녹색금융, 녹색기술 개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 데이터 댐, 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으로 새로운 기회 선점
◈ 탄소중립·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으로 미래경쟁력 제고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1.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
❍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여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
-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

※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 2022년 879억 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누적 750개), 스마트생태공장 전환(환경부, 2022년 누적 100개) 등
※※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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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

※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 마련
※※ (조선) 친환경선박, (철강) 수소환원제철, (화학) 저탄소화학소재, (기계) 무공해기계개발등
❍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
-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
※※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022.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023) 등 체계 마련
-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

※ 댐 내 수상태양광 47MW(2021) → 60.4MW(2022)
※※ 2022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4개소

-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
❍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
-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 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

※ (전기차) 2021.11월 22.9만 대 → 2022년 44.6만 대, (수소차) 2021.11월 1.9만 대 → 2022년
5.4만 대
※※ 2022년 전기충전기 16만 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 보급
-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2030년까지 528척)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2022~) 및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

※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 달러),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
상향(20% → 30%) 등
❍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

- 2 -

⎗ 정책동향

-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021~2025. 약 1,400교),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2022~,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
(2022.3~ 공공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

※ 2021년 대상(484교): 설계･공사(2022) / 2022년 대상(518동): 선정･사전기획･설계(2022) →
공사(2023)
※※ 수소항만기본계획수립(2022～2023), ‘수소항만법’ 제정및시범사업(광양항･부산신항) 추진
❍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
-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 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

※ 농산물･택배물과대포장기준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 및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금지등
-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보급목표(누적): (2021) 2,130만개(39%) →(2022) 3,272만개(59%) →(2024) 5,500만개(100%)
2.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 법률 시행
(2022.3월)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첫째,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
-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2022년~)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0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
-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

※ (2022) 자산총액 2조 원 → (2024) 1조 원 → (2027) 5천억 원 → (2030) 전체 코스피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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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
-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0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

※ (산통상자원부)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7조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차전지
등 2조 원 규모
-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
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

※ R&D 매칭부담 완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에 탄소중립분야 신설 등
❍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지원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활용
-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 예시: (강원･충청･제주) 수소･재생에너지 허브, (호남권) 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 (대경･
세종･전북) 전기차 허브, (동남권) 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
※※ 상생협약 체결지역: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신안(해상풍력), 대구(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
-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
-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022.9월~)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2년
시범운영, 2023년 본격 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수기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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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022~2024), 보호
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
- (해양)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2022~2026 R&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

※ 갯벌(매년 자동차 11만 대 분량 탄소 흡수), 해조류 등이 흡수하는 탄소
3.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 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
❍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
-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
(2022년 3,930건), 온 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022.하, 시범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
-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 호남(혁신거점), 충청(R&D선도), 영남(제조･물류), 강원(보건･의료), 제주(실증) 등선도사업추진
❍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
-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
(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022년 99억 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2022년)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디지털화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362억 원) 및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202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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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 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후속조치 병행(하위법령 제정,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 디지털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02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2년 부산,
～2024년 5개소)
❍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
-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022.상) 등 포용 기반을 강화
-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

※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4.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
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
-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

※ (생산) 10MW급수전해실증, (유통) 액화수소설비구축, (활용)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개설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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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

※ 대규모 저장소 확보(～2023년 1억 톤, ～2030년 8억 톤) 및 동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022년 599억 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

※ 예) 도시(온라인 가상투어), 교육(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 등(2022년
668억 원)
❍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
-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023~2027) 연구개발
(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육성

※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5.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
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
-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
-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2022.2)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2022.하)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
-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022.하)하고, 내용 기준(안) 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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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 관련 학생 맞춤형 참여･체험활동으로 환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지원
❍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
-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2022년 46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022~2027,
134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
-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SW 아카데미 등 1,250명)
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

※ 디지털 인재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8,500명(2,239억 원) → (2022) 21,500명(2,430
억 원)
-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2022.상)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2022년 420억 원)
❍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
-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021년 1.5만 명
→ 2022년 3만 명)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

※ (K-MOOC) 첨단기술 분야 강좌 신규 20개, 인문･교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융합･심화과정
10묶음 개발
※※ (매치업) 신규 분야 4개 선정, 52개 과정 개발･운영

- 8 -

⎗ 정책동향

◈ 총괄 동향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계획 의결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12.28.)

개요
❍ [정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2021.12.28.]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의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주요 내용
❍ [➊ 2022년도 도입규모] 20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2021년
(5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 9천 명※으로 결정

※ 도입규모(천 명): (2017) 56 → (2018) 56 → (2019) 56 → (2020) 56 → (2021) 52 → (2022) 59

❍ [➋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20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0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4.12. 이후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

※ 기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65천 명)도 포함하여 검토

❍ [➌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① 동포(H-2) 허용
업종 추가,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①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
◈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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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 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➍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
(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

※ 현행 H-2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
업종 지위를 유지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➎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20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동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로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
활동을 요함.

※ 연령(만 18세～39세 이하),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無,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 無 등
-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 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
-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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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12.29.)

❍ [산업통상자원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12.28.] 2021년 12월 28일, 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화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 정부는 2021년 12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
(부산(2021.12.16.) 및 인천(12.21.) 개최, 2022.1월 중 강원, 충청, 전남, 제주 등 순차적
개최 예정)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3～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통상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CPTPP 추진 방향 및 아태 통상질서
대응, 국내 민감 분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아·태지역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규 가입
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가입논의가 2022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2022년
4월까지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2021년 2월 가입을 신청한 영국은 협상 진행 중이며, 이후 중국(2021.9.16.), 대만(2021.9.22.)과
최근 에콰도르(2021.12.17.)가 뉴질랜드(기탁국)에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고,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022년 3~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CPTPP
회원국 통상장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
【참석자】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민감 분야 피해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를 제언
- 국제통상학회장 강문성 교수는 특히, 대만의 CPTPP 가입 시 우리의 불참 비용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FTA 무역·투자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CPTPP 참여가 중요하며, 한국
통상의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임정빈,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기존 FTA에 비해 강화된 SPS 규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협상전략 및 보완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해줄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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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7.)

개요
❍ [농식품부,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21.12.27.] 농식품부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주요 내용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
【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 확산 】

❍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할 계획

※ 정밀농업 기술 보급률: (2020) 0% → (2030) 10% → (2040) 30% → (2050) 60%

-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확보(2025년)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 기술은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

※ 빅데이터 수집: (2021) 15품목, 300 농가 → (2025) 30품목, 1,000농가

-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 표준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콩·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시비·
방제·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
- 2024년부터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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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전체 경지면적 대비, %): (2019) 5.2 → (2030) 12 → (2040) 20 →
(2050) 30

- 2022년에는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
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2050, 400개소)하여 마을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소): (2021) 25 → (2030) 200 → (2050) 400

-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10개소※를 조성

※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2021) 6개소 → (2025) 10개소
【 토양 관리 강화 및 저장능력 향상 】

❍ 토양·용수 등 농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 2025년까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환경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DB화

※ 흙토람: 농사를 짓고자 할 때 토양 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알맞은 비료량
등을 추천해주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농촌진흥청)

-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2022, 환경부)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양분관리
기반을 구축, 지역단위 양분관리 참여 지자체를 2050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산※

※ 지역단위 양분관리 참여 지자체: (2021) 2개 → (2030) 30개 → (2050) 전 지자체

❍ 또한,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복작물 식재 등 저탄소 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을 제고
- 2023년까지 바이오차※의 토양탄소 격리 및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고 2025년까지
대량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유기물과 숯의 중간 성질을 갖도록 만든 물질,
토양 중화 및 토양의 산소 저장 능력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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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벼 재배, 가축사육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성
-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 경종(작물 재배) 부문 】

❍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 톤
에서 2050년 431만 톤(2018년 대비 △32%)으로 감축
-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

※ 간단관개 연장(1～2주 → 2주 이상), 실시율 확대(2019: 40.3% → 2030: 61.1%)
-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0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150~200ha)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용수로 계통도
디지털화(2021~2023년), 용수관리 자동화(~2025년 27개 지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을 구축
❍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 톤에서 2050년 450만 톤(2018년 대비 △18%) 수준으로 감축
- 2030년까지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질소질 비료
사용을 감축※

※ 질소질 비료 사용량: (2017) 149kg/ha → (2030) 115kg/ha
- 2025년까지 농가별 구매이력 관리 및 시비처방·비료구매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시범적으로 친환경·GAP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구매 시 시비처방전 제시를
의무화
- 질소질 비료 감축 과정에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
기관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방법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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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부문 】

❍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 톤에서 2050년 198만 톤(2018년 대비
△56%) 수준으로 감축※

※ 저메탄사료 보급률: (2030) 30% → (2040) 65% → (2050) 100%

-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산 메탄 저감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20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 및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
- 또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
❍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관리 및 사료의 적정 사용을 통해 축산생산성을
향상
-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확대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94만 톤에서 2050년 437만 톤(2018년 대비
△11%) 수준으로 감축
- 2022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
-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
【 유통·소비 부문 】

❍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개소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0) 22개소 → (2025) 40개소
- 15 -

⎗ 정책동향

- 2050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더한 ‘로컬푸드 복합매장’도 150개소※※를 설치하여 로컬푸드 확산을 지원

※ 로컬푸드직매장: (2020) 554개소 → (2030) 1,200개소 → (2050) 1,800개소
※※ 로컬푸드복합매장: (2020) 0개소 → (2030) 50개소 → (2050) 150개소

-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 및 거래
물량을 확대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
❍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
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
-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파렛트
출하※를 확대하고,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책임 강화도 추진

※ 농산물 파렛트 출하율: (2020) 33% → (2025) 40% → (2030) 50%
3.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 에너지 효율화 】

❍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
- 2022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
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절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면적 확대: (2019) 23천 ha → (2030) 25천 ha → (2050) 30천 ha
-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
❍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 전기용 농기계 보급: (2030) 5,000대 → (2040) 15,000대 → (2050) 25,000대

- 2022년부터 연 30억 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고,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2천 대를 조기 폐차
-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면서 전기·수소 충전소 설치도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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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 】

❍ 농업 생산 외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도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
❍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
- 농촌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우량농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보급
-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기초로 농촌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지구를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축
❍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2022~2025,
12개소)을 지원
- 유휴 부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
4.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 농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통계를 정비
-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인 신규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
-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

※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2021) 34종 → (2030) 52종
❍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도입할 계획
- 경종, 축산,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로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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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감축량 및 감축률(배출량, 감축량: 천 톤)❙
구분
(단위: 천 톤)
2050 시나리오
(농축산 + 수산)
농축산 합계
(A + B)
비에너지 계
(A)
소계

비
에
너
지

2018년
배출량 2050년 BAU
(A)
(B)

수단

2018년 대비
감축률
감축 후
감축량
(A-D/A)
배출량
(C)
(D=B-C) ×100

24,725

24,450

8,996

15,453

37.5

22,187

23,582

8,243

15,338

30.9

21,191

23,188

8,012

15,176

28.4

11,784

11,629

2,809

8,820

25.2

벼 재배

6,297

4,847

4,307

31.6

농경지

5,472

6,765

4,496

17.8

작물잔사소각
소계
가축분뇨

15
9,407
4,936

17
11,559
6,729

17
6,356
4,374

32.4
11.4

장내발효 및
생산성 향상

4,471

4,830

1,982

55.7

996

393

162

83.7

경종

축산

2050년 감축목표

에너지(B)

소계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소계
질소비료 저감
바이오차 보급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
5,203
비농업계 이동
소계
저메탄사료 보급
분뇨내 질소 저감
축산생산성 향상 등
고효율 에너지설비 등

540
474
66
2,269
268
65
1,936
2,355
2,848
402
673
1,773
231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자료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1.12.31.)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2021.12.3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영동군 등 8개 지자체를 확정

※ 농산어촌 유토피※※
아 시범사업: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부처
사업을 기본모델 로 하여 마을개발･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일자리･지역역량
강화 등 관련 부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정부는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국토교통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
(해양수산부) 사업을 추진 중이
며, 기본모델 간 협업도 진행 중(주거플랫폼의 경우 농촌
※※※
협약, 어촌뉴딜과 7건 연계 )
- 19 -

⎗ 정책동향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행정안전부), △인구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농식품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지구(교육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보건복지부),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보건복지부),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문화도시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농식품부) 등
- (주요 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이외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
평가 시 우대※, △2022년 1월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

※ (우대방안) 공모 시 가점 부여 및 사업 우선순위 등 행･재정적 지원 등

- (향후 계획) 정부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과 압축성장·과밀에 따른 도시 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선정 결과❙
시도

시군

기간

테마

기본모델

2022~
3up 삶쉼일
주거, 농촌
2025
영동유토피아
2021~ 지역공동체 회복 및
충북 옥천군
주거
2025
지역활성화 도모
2021~
도농복합형
괴산군
농촌
2025 생태·힐링의 유토피아
영동군

전남 진도군

2022~ 삶 속 쉼, 활력과 여유가
2024
함께하는 신토피아

2022~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경북 의성군
2025
유스토피아 의성

밀양시
경남

행복수요를 충족시키는
2021~
도농 균형발전 밀양 농촌
2025
유토피아 구현

2020 새로운 사람들과 즐겁게
~ 함께사는 농촌 유토피아
2026
함양 실현
2021~ 산업화 속 청정오아시스
하동군
2025 네이처피아 연막마을
함양군

어촌

주거

농촌

주거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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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연계

기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아카데미,
학부모교육센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특화
수출가공센터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미래교육지구, 다함께돌봄사업,
마을만들기
어린이집기능보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귀농
국립밀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산학교,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치유의숲 등
문화도시조성사업
생활 SOC,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은퇴자 주거복합
단지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정책동향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자료 : 농촌진흥청(2021.12.28.)

❍ [농촌진흥청,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발표, 2021.12.28.] 2021년 12월 27일,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발표, 4대 핵심 추진 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 (4대 추진 사업) ❶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❷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❸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업 현안 해결 기술 개발, ❹ 국제 농업기술 성과 확산 및 협력 강화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4대 추진 사업

주요 내용
•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 확대
- 농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 개발
-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개방하여 농업기술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수집(15품목, 405농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16분야 21종)

•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에 디지털농업 가속화
- 벼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
- 노지채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을 예방
➊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 현장 실증: 데이터 기반 노지 디지털기술 적용 모델 구축(밀·콩·양파·배추 등, 16개소)
및 현장 확산
•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산출을 고도화
- 벼 재배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
-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
※ 배출량 국가보고서 발간(2022), 토양탄소 축적변화 등 배출계수 개발
•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측·경보 기술 고도화, 보급 확대
-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 지원
- 국내적응성 평가를 마친 아열대 작물의 재배 기술 확립
• 청년농업인은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예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❷ 미래 인재
-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과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사업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농업의 활성화
※ 정보제공시스템: 시범서비스(2021) → 기능 및 서비스 개선(2022) → 시스템 고도화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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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추진 사업

주요 내용
•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중앙-지방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품종 개발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육성정책 추진
※ 집중육성 특화작목 및 과제: (2021) 18작목, 45과제 → (2022) 36작목, 63과제
•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 정착
- 제도 정비,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센터 설치 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서비스
기반 마련
- 의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 인증제
도입 추진
※ 치유농업법 개정 추진, 치유농업사 양성(자격시험 실시, 2022.9월)
• 식량자급률 제고
-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국산 벼 품종의 재배 확대로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가공 적성과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밀 품종, 벼·밀 이모작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 논의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개발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
※ 이천·아산지역 국산 벼 품종(해들, 알찬미, 해맑은) 재배 확대: (2021) 3,100㏊
→ (2022) 7,500

•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
- 첨단기술을 적용한 밭농업기계 개발 확대
❸ 식량자급률 향상 및 -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 작업의 농기계를 집중 개발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농업 현안 해결 기술
무인 농작업 기계도 개발
개발
• 농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천기술을 현장에 보급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합관리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등록
확대
- 부정·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관리 강화
• 새싹귀리, 팥순 등 식량작물과 흑삼, 강황, 황기 등 특용작물 등의 기능성 소재를 발굴
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등록하여 국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새싹귀리(근감소증), 팥순(체지방 감소), 흑삼(간·전립선·호습기), 강황·황기(간
건강, 항비만)
• 우수한 기능 성분을 지닌 보리, 콩 등의 기능성 강화 품종은 기술이전을 확대해 산업화 촉진
• 농업 현안의 선제적 대응
-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R&D)과 농업기술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농식품안전성 등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도 적극 참여 하여 경쟁우위 확보
※ (한·미·독) 과수화상병 대응, (한·미) 농경지 탄소 배출량 측정·메탄저감 등

❹ 국제 농업기술 성과
확산 및 협력 강화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추진
- 해당 국가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격 상향
- 관계부처와 협력, 농업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KOPIA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
※ 세네갈 벼(이스리-6/-7) 원종 생산 확대: (2021) 42톤 → (2022 목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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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 쌀 20만 톤 시장격리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8.)

❍ [정부, 2022년 1월 중 쌀 20만 톤 시장격리 실시, 2021.12.2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2021년산
쌀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시일 내에 시장격리,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 △한편,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

※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8.)

❍ [농식품부,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2021.12.28.] 농식품부는 수확기
(10월~12월) 산지 쌀값(53,535원/20kg)에 따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으로 확정,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30,000원
/40kg, 피해 벼 20,000원/30kg)과 확정가격과의 차액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31일
까지 지급할 계획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비교(단위: 원/ 벼 40kg)❙
등급
포대벼
산물벼

특등
76,750
76,070

1등
74,300
73,620

2등
71,000
70,320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680원/40kg, 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3등
63,200
62,520

- (주요 내용) △이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5,452억 원(피해 벼 11억 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654억 원
(피해 벼 8억 원)을 포함하면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9,106억 원(피해
벼 19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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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전자지도(팜맵) 전 국민 전면 개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8.)

❍ [농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팝맵※) 전 국민 전면 개방, 2021.12.28.] 농식품부와 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
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2021년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

※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
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 그간, 정부･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

- (기대 효과) 농경지 정보가 구축된 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는 PC 및
모바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농업인, 무인방제 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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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9.)

❍ [농식품부, 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2021.12.29.]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 영역 추가※,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준고시 관리 권한 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
기관 갱신업무 위임,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 김치: (현행) 행정구역, 산, 강 등 →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 강 등
※※ (현행) 농촌진흥청 →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방법 위반 시 표시변경･제거 또는 판매금지 조항 신설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30.)

❍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 2021.12.30.] 2022년 1월 1일부터 농식품부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할 계획

※ 유통이력관리 제도: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부정유통관리체계
구축※, △수입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에 등록※※※, △신고 의무자의 신고·
통지 의무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시행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하위법령개정등법적근거마련
※※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
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
※※※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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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2022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7.)

❍ [농식품부, 2022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2021.12.27.]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 이를 위해 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R&D) 신규과제 선정 공고
- (투자 방향)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 중점 지원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주요 내용>
◈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 개발에 총연구비 139억 원(2022년 25억 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
◈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 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연구비 105억 원(2022년 22억 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
◈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Food 핵심 소재 생산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연구비 130억 원(2022년
25억 원, 9개 과제)을 지원

- (주요 내용)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투자 규모를 2020년 313억 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 원 수준으로 확대, △2022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공모※

※ 일정: (공고) 2021.12.24.～2022.2.15., (접수) 2022.1.11.～2.15. 18시

◈ 축산 동향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30.)

❍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 2021.12.30.]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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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간 낙농진흥회의 제도개선 논의 이후 농식품부는 2021년 8월부터 5차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구매량은 확대(205만 톤 → 222만 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민주적 원리에 적합(개의는 자유롭게하여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도록 이사회 개편(15명 → 23명 수준)
- (향후 계획)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협의는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 실시, 한편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시설
현대화지원 확대,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유업체가 국산
가공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R&D
지원도 확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내용>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소비자·
학계·유업계는 동의
- (유업계) 정부방향에 동의, 세부내용은 지속협의 요청
- (생산자 대표) 생산량 증가 곤란, 농가소득 감소 등 우려
◈ △농식품부 개편방안의 제1원칙은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생산을 늘려 자급률을
높이자는 방향, △허가면적 1,073만 m2에 비해 현재 사육면적은 430만 m2(40% 수준)으로 증산 여력이
충분하며, 현장점검에서도 확인, △농식품부 제시안에 따르면 생산 증가와 함께 농가소득도 증가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시범 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29.)

❍ [농식품부,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시범 도입, 2021.12.29.]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함께 2021년 12월 29일부터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 경매※를 시작

※ 도매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
도매인, 매매참가인)가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매거래 방식

- (향후 계획) 2022년에는 시범 도매시장 3개소 이상을 추가로 공모·지정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영상정보를 DB화하고 오류를 보완하여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도 함께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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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도입 개요>
◈ (목적)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
시스템 조기 구축
-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도입 등 유통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
◈ (사업내용)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 예산 규모: (2020) 2,550백만 원 → (2021) 1,310백만 원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2.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2021.12.28.] 2021년 12월 28일,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약 10천 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차※ , H5N1형)

※ 신고일(채취일): (1차) 음성 메추리(2021.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
(11.11.), (4차) 음성육용오리(11.14.), (5차) 강진종오리(11.16.), (6차) 나주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
(12.5.), (11차) 천안 산란계(12.11.), (12차) 무안 육용오리(12.13.), (13차) 아산 산란계(12.14.),
(14차) 영암 종오리(12.15.), (15차) 세종 산란계(12.16.), (16차) 영암 육계(12.20.), (17차) 세종
산란계(12.23.), (18차) 부안 종오리(12.27.)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발표(2021.12.29.)

경기

강원

- 경기도는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2022년 새해
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 1) 일반행정 분야,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수령 가능(* 대상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강원도,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2021.12.26.)
- 강원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5건의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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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업·축산 분야)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변경하여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앱 「일단떠나」 본격
운영, ▲한우능력 유전체 분석 기술 판별로 강원한우 품질경쟁력 향상, ▲원예용 온실 지원단가 현실화,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확대, ▲강원농산물 언택트 소비활동 지원,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등 다양한 농업·축산 분야 사업을 추진

충북

• 충북도,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2021.12.27.)
- 충청북도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개 제도 및 시책으로 구성
- (농정·축산 분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 원에서
연 19만 원으로 상향, ▲농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농지법 등 개정으로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례화(년 1회 이상) 등 농지 자격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또한,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

충남

•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준비 박차(2021.12.28.)
- 충청남도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2023년 1월
1일 범도민 차원에서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만들고,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도 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
- 또한,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준비단’을 구성하여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 준비단은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

전북

• 전북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2021.12.27.)
- 전라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10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
※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
보건 25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
- (농·축·수산·식품)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
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 시 일정요건 갖춘 경우 ha당 60만 원 지급

전남

• 전남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2021.12.29.)
- 전라남도는 2021년 12월 29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
- (농림·축산 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9개 품목 → 14개 품목(추가: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 원) 발급 시 기존 자부담금 10%(2만 원)를 면제
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방송 제작 지원(TV
홈쇼핑,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판촉 활동 지원), ▲코로나 19 방역강화 및 유사시 응급
조치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

경북

• 경북도, 2022 경북도정 ‘민생’, ‘경제’, ‘대전환’으로 새로운 경북 구상(2021.12.27.)
- 경상북도는 2022년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 2021년 도정의 최우선 목표였던 ‘민생’을 2022년에도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래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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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사상 최초 국비확보 10조 원과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대구경북을 위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비롯한 “10+α”※ 역점시책을 제시
※ 1) 더 큰 대구경북을 위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2) 경북형 안심복지 환경 조성, 3) 민생살리기, 행복
경제 프로젝트, 4)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 5)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6)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 7)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 8)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 9)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 10) 경북 4차산업혁명 대전환 프로젝트, +α) 투포트시대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
-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 농어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여 지속되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농촌으로 바꿀 계획
※ 이를 위해 ▲스마트팜 확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농어업으로의 변화를 꾀할 예정,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계획, ▲대학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테크노파크 프로젝트」도 집중 추진

경남

• 경남도, 스마트(ICT) 축산기반 조성(2021.12.28.)
- 경상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축산분야 스마트(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을 2021년 2월 11일까지 접수
※ 축산 스마트(ICT) 융복합 사업: 현대화된 축사시설에 축사 온·습도, 환기 상태 등 환경조절 장비와
사료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농가 및 사슴(등록), 곤충(신고), 양봉
(등록)농가이며, 농가당 신청 사업비는 최대 15억 원으로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
-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확보한 85억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사업 준비 여부, 전산기록,
사업의 지속성 등 선정기준 득점순으로 정해지며, 악취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 농가는
우선 지원
- 2022년도 사업 신청 시기는 올해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사업비※도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85억 원 규모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
※ 사업비 증액: (2021년) 6,000백만 원(국비 1,800, 융자 3,000, 자부담 1,200), (2022년) 8,500
백만 원(국비 2,550, 융자 4,250, 자부담 1,700)

제주

• 제주도, 2022년 축산분야 158개 사업에 1,095억 원 투자(2021.12.28.)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축산분야 158개 사업에 2021년 779억 원 투자 대비 28.8% 증가한
1,09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공모를 2021년 12월 중 실시
※ 국비 300억 원, 지방비 449억 원, 융자 188억 원, 자부담 158억 원
- 2022년 축산분야 사업은 도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확충과 도민과 상생
하는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말 사육농가 경영 안정화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 (축종별·분야별 투자계획) ① 한우 적정 사육, 품질 고급화 및 제주흑우 산업화 기반구축 등 흑·
한우 분야 37개 사업·69억 1,200만 원, ② 제주산 우유의 신시장 개척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제품 품목 다양화로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 등 낙농업 분야 11개 사업·21억 2,100만 원, ③ 코로나
19로 어려운 말 산업 육성을 위해 경주마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및 승마 클러스터 육성 체계
구축 등 말 산업 분야 38개 사업·103억 3,900만 원, ④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대 등 축산환경분야 26개 사업·570억 3,600만 원, ⑤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의 유통 확대 및
제주를 담은 브랜딩 강화 분야 9개 사업·20억 3,200만 원, ⑥ 축산분야 ICT 등 스마트팜 구축,
가금·양봉산물 품질향상, 곤충사육 기반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248억 7,500만 원, ⑦ 제주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목장 활용도 제고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에 9개 사업·61억 5,600만 원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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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2022년 일본 식품 트렌드 전망 외
[기획] 트렌드 2022년 일본 식품 트렌드 전망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 – 키워드별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869호, 2021.12.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도는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로 인한 활동량 저하로
건강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팬데믹 속에서
소비자들은 건강식에 집중, 이에 트렌더스주식회사※ 는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을 키워드별로 소개

※ 트렌더스주식회사: 마케팅, 미디어 홍보사업을하는기업(연매출약3억4천만원, 직원수약150명)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

① (식재료)
식물성 유제품
대체품

• 올해는 식물성 우유(소의 젖이 아닌, 귀리나 아몬드 콩 등 식물로 만든 우유)가 일본 시장
에서 주목받아, 기업들은 식물성 버터(식물의 씨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이용하여 만든
버터)나 식물성 생크림(팜유,야자유 등의 식물로 만든) 등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
• 이것들은 건강 지향이나 환경을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대응 식품으로서도 기대가
높아 식물 베이스 상품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

② (식재료)
배양육

• 콩 미트볼이나 식물성 참치(오메가3 지방산이 높은 유채오일과 완두콩, 밀, 천연향료로
만든 것) 등 대체식품이 일본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배양육은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배양육을 실용화시키기 위해 메이커들이 주력
하는 것과 동시에, 유명 셰프들과 팀을 구성하여 배양육을 개발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
• 환경문제, 식량문제의 큰 수단으로써 2022년에는 전환점이 되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③ (메뉴)
이탈리안 디저트

• 버블 시대에 한 세기를 풍미한 이탈리안 티라미수, 2021년 일본에서 히트한 ‘마리토조※’에
이어 딱딱함이 특징인 이탈리안 푸딩이나 티라미수 등 이탈리안 디저트가 재조명
※ 마리토조： 브리오슈(밀가루·버터·달걀·이스트·설탕 등을 넣은) 반죽에 생크림을 넣은 빵
• 또한, 일본인들에게 친숙하고 어레인지 하기 쉬운 메뉴가 많아 업계는 2022년에 재유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망

④ (메뉴)
저칼로리 푸드

• 수년 전에 잠깐 화제가 되었던 저칼로리 푸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최근 저칼로리
디저트를 포함해 인기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얼리어답터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
되어 SNS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
• 식재를 가열하지 않고 선명한 색조를 낼 수 있는 야채를 중심으로 화려하면서(사진 찍기
좋은) 칼로리가 낮아, 건강지향 베이스인 것이 특징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성 소비자
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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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매 방식)
업사이클 푸드

• 폐기되어야 할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 푸드는 여러 기업들에
의해 규격 외 야채나 쓰고 남은 야채 등을 활용한 상품이 차례차례 등장, 한 가지 예로,
‘팜캐닝(FARM CANNING)※’은 규격 외의 야채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야채를
가공하여 병에 담은 상품을 판매
※ 팜캐닝(FARM CANNING)합동회사： 2016년에 설립된 업사이클 푸드 제조 및 판매회사
• 또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규격 외 야채를 식품뿐만 아니라, 폐기 식재료를 활용한 물티슈
등의 아이템도 등장하여 폐기 식재료에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은 가속해질 것으로 전망

⑥ (판매 방식)
계량 판매 식품
등장

• 최근,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유료화 등 음식 소비에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류의 삭감에 대한
의식이 고조, 이에 업체들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품에 포장 용기를 없애고 계량 판매
하는 상품을 늘리고 있어, 트렌더스주식회사는 환경 배려라는 큰 목적에 대해 모두가 환경
의식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분석

❍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분위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건강을 생각한 상품에 관심이 고조, 설령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소비자들의 불안함이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건강상품 개발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자료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c46a79bada2718555431eb8a106a58aa5799
8d22?page=2

이슈 브리프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 및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2021.12.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OECD 농업위원회는 2021년 11월 18일~19일까지 제177차 정례회의(하반기)를 하이
브리드(현장+화상)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OECD 회원국 대표단, 사무국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70여 명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UNFSS, COP15, COP26 등 주요 국제행사의 농업 관련 성과,
△농업지원 정책 분석 현황,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추진상황, △2023-24
(PWB) 사업예산계획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
❍ [UNFSS, COP15, COP26 성과] UNFSS, COP15, COP26에서 논의된 식품시스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이슈는 농식품분야와 상호 연관성이 높고 밀접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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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SS; 유엔 식품정상회의) 시민사회, 농업인, 국가, 국제기구에서 수행해야 할
230여 개 행동 계획(commitments to actions)과 155개국의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athways)을 집중 논의
- (COP15;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파트 1) ‘2020 이후의 세계적 생물다양성 구상
(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초안은
왜곡적인 보조금 감축, 토지 및 해양 영역 보존, 살충제와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
-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2022년에 2030 계획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탄소
중립 재확인 및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2030년까지 메탄을 30% 이상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출범하며 2030년까지 삼림파괴 중지
(End deforestation)를 서약, 또한 무분별한 석탄연료를 통한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기후 적응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합의
❍ [농업지원 정책 분석] 농업지원 정책이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식량안보 및 영양,
종사자 생계, 지속가능성 제고)의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개괄
- (OECD) 2021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 보고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회원국 및 신흥국의 신속한 대응이 식품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였지만,
총체적 식품시스템 목적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평가

※ 지속가능한생산성, 성장및 복원력을위하여 △가격개입, △기타 시장 왜곡적지원조치의철폐,
△대상을구체화한농가소득 지원, △공공재투자를 위한공공지출, △혁신시스템 등을제안
- (기타보고서) FAO, UNDP, UNEP 2021년 9월 공동 발간 보고서는 대부분의 농업
생산자 지원이 왜곡되었고 지원 영향 측정의 개선, 공공재 투자, 지속가능 관행
에 대한 직불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가이드를 제공
- 또한, World Resource Institute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은 토지를
훼손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한 지불, 생태학적 서비스의 연계, 측정 시스템에의 투자 증대 등 보조금의
재탐구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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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 연구소, 해외개발연구원, UN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의 7월
보고서는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 달성을 위한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생산과 연계된 직불제도의 철폐, 농업정책과 환경·기후와의 연계 등을 제안
- 회원국들은 농업정책 지원 목적 재조정은 명확한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2022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OECD 농식품 정책 관련
최고위급 회의로 농업위원회 내에 비공식자문회의(IAG)를 운영하며 준비 중이며,
현재 의장단 구성 메인 및 세부 토론 주제 선정 차 초청국 기구 선정 등을 마무리
◈ (공동의장국) 캐나다, 뉴질랜드
◈ (의제안) 메인 주제 및 3개 세부 주제로 구성
- (주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공동 도전과제, 혁신적인 해결책
(Build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in a Changing Environment: Shared
Challenges, Transformative Solutions)
- (3개 세부 주제) △식량안보 및 영양 보장: 혁신강화 생산성 촉진, △생계개선: 새로운 기회와 적응,
△지속가능성 강화: 생산, 혁신, 복원력 구축
◈ (1차 비회원 및 기관 초청(안)) (비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화인민공화국,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기구) FAO 및 WTO

❍ [2023-24(PWB)] OECD 농업위원회는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OECD 내외의 협력 증진, △FLAN(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TFP(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FCAN(식품사슬전문가 네트워크), △CRP(지속 가능 농식품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 전문가가 활동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M&E 및 농업전망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 강화와
투자를 확대를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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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가족농 경제 현황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21 Edition”
(2021.1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가족농 경제 현황
❍ 미국 가족농은 전체 농가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물 중 87%를 생산함.
- 전체 농지 중 소규모 가족농이 경작하는 비중은 2011년에 52%에서 2020년 기준
48%로 감소하였고, 대규모 가족농의 생산량 비중은 2020년 기준 전체 농업
생산량의 46%를 차지함. 2011년의 35%보다 증가하였음.
❙미국의 가족농 구분❙
구분

종류

은퇴농

소규모
가족농

가족농
중규모
가족농
대규모
가족농

비가족농

정의
• 농업 은퇴 이후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 219,288개 농가, 10.9%

겸업농
(농업이 부업)

• 농업이 아닌 직업이 주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농가
- 779,767개 농가, 38.8%

겸업농
(농업이 주업)

• (소규모 판매) 150,000달러 미만 농가소득
- 683,514개 농가, 34.0%
• (중규모 판매) 150,000달러 이상, 350,000달러 미만 농가소득
- 110,865개 농가, 5.5%

• 350,000달러 이상 1,000,000달러 미만 농가소득
- 112,122개 농가, 5.6%

대규모
초대규모

• 1,000,000달러 이상 5,000,000달러 미만 농가소득
- 51,708개 농가, 2.6%
• 5,000,000달러 이상 농가소득
- 6,124개 농가, 0.3%

• 경영주와 경영주 친족이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농가※
※ 친족 관계가 아닌 농가들의 파트너십, 협동조합, 소유자에게 고용된 노동력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
- 47,275개 농가, 2.4%

❍ 소규모 가족농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 대규모 농가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함.
- 전체 농가 중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고위험 농가는 73.2%임. 특히, 소규모
가족농일수록 더욱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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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소규모 가족농을 구성하는 소규모 판매 농가(83.0%), 겸업농 중 농업이
부업인 농가(79.2%) 등은 전체 평균보다 고위험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농의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
- (고용 악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1%의 가족농이 구성원의 실직을 경험
하였으며, 소규모 가족농에서 고용 위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
- (직거래 증가와 유통 채널 변화) 직거래(direct sales)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35% 증가하여, 약 1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함. 농가 판매, 공동체지원농업
등 대부분의 직거래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는 증가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폐쇄로 인해 기관 혹은 단체에 직접 판매한 금액은 86% 감소하였음.
❍ 가족농은 정부로부터 직불금 및 연방 정부 작물 보험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됨.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81%의 소규모 가족농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생산에서 배제하는 CRP에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그 농지에서 경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의 68%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음.
- 품목 및 기타 직불, 농업재해프로그램, 지역의 농가지원프로그램 등은 생산액에
비례하여 지급됨.
- 소규모 가족농은 코로나19 관련 농무부 지원액의 16%와 기타 정부 지원의 2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가족농은 농무부 지원액의 52%, 기타 정부 지원의
44%를 받음.
- 코로나19 지원액 중 가족농이 받은 지원금의 대부분은 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이며, 이외에도 Paycheck Protection Program,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등이 있음.
- 14%의 농가가 연방 작물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중, 대규모 가족농은 전체
가입 면적의 6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 보상금의 77%를 수령함.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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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1)
※ 일본 농림수산성 “「人・農地など関連施策の見直し」について”(2021.1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1)
❍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4일, 2021년 5월에 공개한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에 대해 정책 대응 방향을 추가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현재 고령화·인구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 감소 및 경작 포기지
확대가 가속화되어 지역 농지가 적절히 이용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 향후, 농업 성장산업화 및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기반인 농지의 건전성을 도모
하며,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농지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해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2020년 12월에 개정한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을 기반으로 △농업 경영 이행자 확보, △농지 적절한 이용 촉진, △농촌 소득
확보, △고용 기회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를 시행,
2021년 5월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정리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여 정책 대응 방향을 추가 발표함.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대응 방향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 사람·농지 플랜
• 사람·농지 플랜을 시정촌이 책정하는 계획으로 법정화
(1) 사람·농지 플랜은 하나의 규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 것으로써 법정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추진

(2) 사람·농지 플랜에서 ‘농지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 • 시정촌은 기존 지역협의회(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영체 등 활용하면서 새롭게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인·
(계속해서 농지를 이용하는 중소 규모의 경영체, 작업 농업위원회·농지뱅크·농협·토지개량구 등과 함께
및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며 농업을 부업으로 삼는 수요에 따른 생산 등 지역 농업의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
반농반X 경영체 등)을 인정, 농업인과 함께 자리 • 이를 바탕으로 시정촌은 지역 미래 농업의 방향성,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을 지원
미래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 목표(목표 지도
(3) 사람·농지 플랜은 농업 현장에서 대응하기 쉬운 환경을 포함) 등을 포함한 사람·농지 플랜을 책정
정비하면서 지역에서 각각의 상황을 바탕으로 농지를 • 사람·농지 플랜은 지역의 농업·농지 이용 마스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활용할 것인지, 농업 생산을 플랜이 되며, 책정 및 책정 이후 시정촌이 농업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여 농지 집약화에 중점을 농지뱅크, 농협, 토지개량구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두고 지역이 목표로 해야 할 장래의 구체적인 농지 농업인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까지 충분한 이해를 도모
이용의 모습(목표 지도)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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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은 사람·농지 플랜 가운데 마을 농지의
‘목표 지도’를 작성(주지·작성 기간은 약 3년)
• 목표 지도는 10년 후, 목표해야 할 농지의 효율적·
종합적 이용 모습을 명확히 하는 지도로서 농지 집약화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 이는 농지의 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의 효율화 등을
위한 이용 관계(농작업 수위탁 포함) 재구축을 통해 목표로
구체적인 농지 효율적·종합적 이용 모습을 나타낸 것
(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자, 다양한 경영체, 서비스
사업체 등의 이용자 명확화)
• 목표 지도가 원활하게 작성되도록 취락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기반 정비사업·지역집적
협력금 등의 예산을 지원
• 농업위원회는 지역 내 농지의 출처·대여자 등 정보를
수집하고 농지뱅크 등의 관련 기관과 팀이 되어 ‘목표
지도’ 틀을 작성하여 시정촌이 최종적으로 결정
• 국가에서 목표 지도 작성 진행 상황이나 선진적인
작성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 기초자치단체 목표 지도
작성을 촉진

◈ 농지 뱅크 등
• 향후 관계 기관은 지역의 공통 목표인 ‘목표 지도’
(1) 농지뱅크,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시정촌 등 관계 기관의 실현을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 현장에 대한 활동 등
추진 필요, 특히 농업위원회가 완수하는 역할이 중요
활동에 대해서
① 사람·농지 플랜의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② 농지뱅크를 축으로 농업위원회가 현장에서 수집한 농지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
③ 공통의 구체적 방침에 따라 같은 팀이 되어 관계 기관
측에서 활동 등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차 등을
진행
위와 같은 능동적 접근으로 전환
(2) 농지 대차를 촉진하는 루트는 농지뱅크를 경유하는 • ‘목표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망에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지역 농지에 대하여 ‘목표 따른 상대적 대차로는 어려우며, 지역 전체에서 농지의
지도’의 실현을 위한 대차를 농작업 수위탁을 포함 이용관계를 재구축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하여 강력하게 촉진하는 조치 강구
• 농지뱅크를 경유하는 방법은 분산된 농지를 일괄 임차
- 이 경우 농지뱅크에 의한 대차 운용을 근본적으로 하여 농가 부담 제로의 기반 정비(적용사업 확충 예정)
등을 통해 단지화된 형태로 전대하여 집약화 실현이
재검토
가능하도록 지역집적협력금도 활용하고, 농지뱅크를
통한 전대(농작업 수위탁 포함)를 집중적으로 실시
•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
하게 대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조치도 검토
• 또한, 농지뱅크가 ‘목표 지도’ 내의 농지를 유휴 농지·
소유자 불명 농지도 포함해 폭넓게 인수하도록 운용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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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

(3) 지역 내외에서 농지 대차 후보를 폭넓게 찾아 조정 • 지역 안팎에서 대차 후보를 널리 찾고 조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구조 및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구조 등 정비
인계한 농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 구축
◈ 인재 확보ž육성
• 인재 확보·육성에 대해서 도도부현이 지역의 대응이나
(1) 시정촌이 사람·농지 플랜 책정에 주력하여 ‘목표 관련 기관을 포함한 체제 정비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여
지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인재상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맞는 시정촌이나 농협 등 관련
지역 내외에서 널리 사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추진
등을 토대로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시정촌과 제휴,
농업에 관한 단체 등의 지원 하에 사람의 확보와
육성에 대한 방침 책정 실시
(2) 신규 취농
• 지역에서 인재 확보·육성 방침에 입각한, 신규 취농인
①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시정촌 등과 연계하여 관련 경영 개시 시의 자금이나 농기계·시설 도입 등에
기관의 지원 하에 신규 취농 확보·육성에 대해 방침을 대한 지원, 관련 기관 등에 의한 연수를 위한 농장
책정하고, 농지의 취득, 기계·시설 도입이나 판로 정비, 농지 취득 및 기술·판로 확보 등 지원, 농업
매력 전달 등 지원
확보 등 세심한 지원 시행
② 청년 등의 농업에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폭넓은 층의 의견을 듣는
기회 마련
(3) 취락 영농은 법인화와 더불어 기계의 공동 이용 및 • 취락 영농 활성화를 위해 비전 구축, 인재 확보,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광역화, 경영 다각화와 고 고수익 작물의 도입이나 가공·판매 실시, 농기계
수익 작물의 도입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촉진 공동 이용 등의 대책과 이러한 대응을 지원하는 도도
부현, 시정촌, 관련기관 등 지원
(4) 지역을 초월한 광역에서 인재 매칭이나 관계 기관에 • 도도부현이 취농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취농 상담
의한 지원 등, 제3자 계승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 등의 취농 지원,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관련 기관
하기 위한 구조나 지원체제를 정비
이나 전문가 지원 등의 경영 지원체제 정비
(5) 농업인에 의한 사업 전개 촉진
• ‘목표 지도’에서 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인, 다양한
①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지 이용과 경영체, 서비스사업체 등의 이용자를 명확화
광역적 활동·경영 다각화 등에 대해 자금 부분 등 - 대상자가 목표 지도의 실현을 위해 생산 효율화 등을
지원
추진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함(공고자금·농업근대화
자금)과 동시에, 농업용 기계·시설 도입 지원
• 인정 농업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자본성 후순위 대출을 공고자금으로 조치
• 인정 농업인에 의한 농업용 시설 및 가공·판매시설의
정비에 대하여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증과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원스톱화
② 지역에 기반을 갖고 정착한 농지 소유 적격법인이 • 농지 소유 적격법인의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에 대해
지역의 신뢰를 얻으면서 실적을 올리고 농업의 성장 서는 2021년 6월의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불안감 해소
산업화에 더욱 힘쓰려고 하는 경우, 농업관계자에 조치 등 지속적으로 검토
의한 농지 등과 관련한 결정권 확보나 농촌 현장의
우려 불식 조치를 마련한 후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실시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eiei/zinzai/211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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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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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농정 구상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
NBS한국농업방송에서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
대선 후보자와 선거대책위원회의 농업 관련 인식과 공약 준비 과정을 소개
❍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청년농 지원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인력난 해소, △농업구조 첨단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지
총량보호제 도입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가축질병 예방
관리시스템 도입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장]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 △채소
가격안정제 확대 검토,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추진※

※ △농업은 식량안보 전략산업이라는 ‘농업인의 날’ 메시지(2021.11.11일) ▲국내산 양념채소류
계약재배를 확대하겠다는 ‘김치의 날’ 메시지(11.20일) ▲쌀 시장격리 및 요소비료 농가부담
증가분 예산 반영 촉구(11.24일) ▲유전자변형농식품(GMO) 완전표시제 공약(12.6일) 등

- 전남 강진, 경북 의성·상주 등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방문한 농촌
현장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친환경농업 확대 등 제안
- 핵심 농정공약으로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꼽았으며,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의 소멸위기를 막는 기본소득제 도입,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하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안착,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
- 아울러, 기후위기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공익직불제 확대, 건강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주요 공약
-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한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으며,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농민
단체들이 나뉘어 있다”며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해 지역 목소리의 전달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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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농업예산 비중 4%대 회복, △청년농
정주여건 개선,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도 조성
- 김선교 의원은 “농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인류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농업을 진일보시킬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끌벅적 활기찬 농촌’이란 기치 아래 농업·농촌을
소외시키지 않는 농정공약을 펼칠 예정
- ‘청년농 지원 확대’와 ‘농업구조 첨단화’가 핵심”이라며, 청년농 정책은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농지 임차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을 지원하고, 현재 일몰제로 돼 있는 청년농 농지
매입 취득세 면제를 영구화, 또한 청년농의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
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보건의와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
- 농업구조 첨단화를 위해선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특산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도 구축
- 김선교 의원은 무엇보다 농업예산 비중을 국가 전체 예산의 4%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참고: 2021년 농업·농촌 관련 10대 뉴스>
❍ <농민신문>이 선정한 농업·농촌 관련 10대 뉴스를 통해 살펴보면, 1) 고향세 법안
국회통과…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초대형 FTA 속으로, 3)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5) 군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개편 반발, 6) 쌀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 7) LH 땅투기 사태로 농지법 개정,
8) 농협, 60주년…농산물 유통개혁, 디지털농업 확산 등 100년 농협 나아갈 방향을
제시, 9) 요소수·알몸배추…중국발 위험 체감, 10) 끈질긴 ‘코로나19’…비대면
일상 장기화
자료: “여야 대선후보 농심 잡기 전략은?…기본소득 vs 농업예산 4%” / “[사설]
농업에 희망 심어줄 대통령을 기대하며…”(농민신문, 2021.12.24.), “[농민
신문 2021년 10대 뉴스] 초대형 FTA 위협·고향세 시행…울고 웃은 농업계”
(농민신문,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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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종자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2.31.)

개요
❍ [국립종자원, 2021년 종자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31.] 종자산업법 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2021년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20년 기준)」 결과를 발표

※ (조사 대상) 20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15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652개 업체
(폐업, 휴업, 복수 등록 등 제외)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89개소

조사 결과
❍ [산업규모] 2020년 업체의 종자 판매액은 6,505억 원(공공기관 862억 원 제외)으로
2017년(5,919억 원) 대비 9.9% 증가, 2015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
❍ [산업구성] 1,625개 업체 중 종자 판매액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1,452개
(89.4%)로 주류
❍ [부류별 판매액] 2020년 부류별 종자 판매액은 모든 부류에서 2017년 대비 증가하였
으며, 이 중 식량 ＞ 버섯 ＞ 과수 ＞ 화훼 순으로 판매액 증가
❍ [종사자 수] 2020년 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2,299명※으로 2017년 대비 5.4% 증가,
이중 상용직이 6,930명(56.3%), 임시/일용직 3,009명(24.5%), 자영업 1,123명(9.1%),
무급가족 975명(7.9%), 기타 종사자가 262명(2.1%)

※ 전체 종사자 수: (2015) 10,339명 → (2016) 10,475 → (2017) 11,669 → (2020) 12,299

❍ [연구개발] 업체의 육종인력(개체선발, 유전자분석 등 종사자) 증가로 업체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신품종 개발 투자업체 수 및 R&D 투자는 위축
❍ [수출액] 2020년 업체의 종자 수출은 76업체, 872억 원으로 2017년(688억 원) 대비
26.7% 확대,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11.5억 원으로 11.8% 증가, 대규모 업체(40억 원
이상)의 수출 비중은 85.3%로 대기업이 수출 주도

※ 수입은 101업체, 533억 원으로 2017년 대비(580억 원) 8.1% 감소

❍ [정부지원] 업체의 지원희망 분야는 운영자금 지원(39.2%) ＞ 시설현대화 지원(32.4%)
＞ 시설 및 연구장비 임대·공동활용(9.4%) ＞ 종자육종 관련 기술교육(7.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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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소득(잠정)
자료 : 통계청(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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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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