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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2022년 국무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 방향
• 2022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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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트렌드 1 ❙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기획] 트렌드 2 ❙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2)
• 언론 동향 ❙ ‘CES 2022’ 주요 동향 /
농업·농촌이 바라는 대통령은?

▮통계·조사
•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조사 결과(잠정)
•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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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2021.12.31.)

개요
❍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21.12.31.] 새해부터 달라
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
만 원씩 인상※

※ 단독: 20백만 원 → 22, 홑벌이: 30백만 원 → 32, 맞벌이: 36백만 원 → 38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
(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

교육·보육·가족

❍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180만 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 원, 7～8구간 연간 350만 원 지원
- 1 -

⎗ 정책동향

❍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0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의무화(2022.2.11.~)
❍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022.3월~)

※ 초등 331천 원(+45천 원), 중등 466천 원(+90천 원), 고등 554천 원(+106천 원)

❍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3.

보건·복지·고용

❍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2022.4월~)
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 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022.7월~)
❍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022.7월~)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 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4.

문화·체육·관광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022.2.3.~)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 명 등

5.

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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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022.4월~)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022.2.5.~)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022.1.28.~)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 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 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

※

7.

･

→

→ 80%)

국토·교통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
(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

❍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0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

8.

→

농림·수산·식품

❍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022.4.15.~)
❍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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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2022년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2022년 하반기에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인 국립
농업박물관을 개관
2.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
㎡ 이상 → 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개선 방안 마련
행정청으로 변경
3.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 → 만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60세)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마련
우대상품 도입
4.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농작물재해보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위한 산출단위 세분화 실시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 산출
•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5.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 체계적·계획적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기초
하여 농촌재생 확산
인프라 정비와 농촌협약을 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정부사업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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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 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
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
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
레시피 등 정보 제공
7.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직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영세농 비중,
유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
나눔 활동, 취약계층 채용,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등) 실적이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 부여

2022년
하반기

2022년
1월 1일

8.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시설 종류·규모 도출
통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필요성 증대 • (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
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2022년
상반기

9.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설치
•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 (농지상시관리체계 구축)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농지
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농지 상시 관리·조사
관리 기능 강화
•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2022년
2월 18일

10.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 원)
11.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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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 정책동향

추진 배경

주요 내용

•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보· • (통합정보제공)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복지, 교육 등 귀농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계기관 서비스와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연계하여 통합제공
• (수준·단계별 맞춤 정보) 통합플랫폼 회원의 활동 이력
관리기능 탑재, 수준별 정보·서비스 추천

시행일

2022년
12월

12.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 정부양곡 품질 제고, 관리 효율성 강화 • (보관·가공) 적정 규모의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 위주로
등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보완 필요
• (운영체계)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 추진

13.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 2050 Net-Zero 선언(2020.10.28.) 및 • (목적)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 감축을 위해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논물관리기술 보급
(2020.12.7.) 등 탄소중립이 국가적 • (주요 내용)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8개도
어젠다로 부상
단지를 선정하여 논물관리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저탄소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증 비용 지원,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모델 개발 추진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메탄 감축 노력
및 수단 발굴 필요

2022년~
2024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산 보급
예정

14.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농업생산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제31조의2)
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의 의견을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시설 소재 시·
2021년
법」 개정,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관계
군·구 주민 등으로 규정
11월
19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구체화
- 관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농업생산기반
하고자 함.
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에게 의견 제출
15.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양적 팽창 추세인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특수목적의 처방식 사료(첨가제), 보충제 등 제형화·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
고품질화 등 기술개발 지원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질병진단·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2022년
1월 1일
(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16.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준 강화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평판
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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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 정책동향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높이: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함.
•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

17.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1년 8월
28일
- 현행: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첫
시험
-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
시행일: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2022.2.27.)
•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18.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투입·장기사육 • (목적)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 등) 등 소 사육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생산비 등
방식 개선을 통한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2022년~
농가 경영부담 증가, 소비자 구매부담 • (주요 내용) ① 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2024년
증가 등 문제 발생
시범사업
후
② 축산선진국 소사육방식 조사
축산농가
③ 탄소배출량 측정조사
보급
예정
④ 송아지 유전능력(육질·육량) 평가시스템 개발
⑤ 단기 출하육 시장현황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
19.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하려는 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강화
것(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20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예정

2022년
6월 16일

20.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신고 의무 등
단속과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기록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보관 기간 등 신설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로
•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의 조사 또는 장부 등의 조사 등
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적정성 여부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조사 권한 등 신설
•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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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 정책동향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21.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신선농산물 유통·소비 혁신을 위한 데 • (스마트 유통관리) 농식품 지능형 저장·수급, 품질관리
이터 기반의 저장·수급 관리 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유통·소비 전주기 데이터 활용 강화를
및 첨단 로봇 적용 선별, 이송, 적재
위한 연계 체계 구축
등 물류 전(全) 단계 자동화 구현
• (물류·유통 자동화) 신선 농산물 물류·유통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APC 물류센터
자동화·스마트화

2022년
1월 1일
(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22.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반복적인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피 •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효능평가
해와 축산업 위기 극복 및 국가 차원의
등 검증을 통해 현장보급·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속적인 대응을 통한 가축 방역정책의 • (국내외 신변종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국내 토착 질병
효율성 제고
및 국내 유입 우려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2022년
1월 1일
(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23.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동 •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노지농업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노지농업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주요 농기계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제고 및 융복합 기반의 생산기술 혁신
부품의 국산화 및 자율주행화
• (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식량작물, 채소 등
대표품목 6종의 디지털 농업 구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전 주기 활용체계 개발
•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개발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 기술 등
단기 고도화 추진

2022년
1월 1일
(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24.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 농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
감축하고, 친환경 동력원 적용을 통한
(구동모터,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농기계 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지원
•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대형 농기계(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 플랫폼 개발

2022년
1월 1일
(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25.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등 지원으로 농 •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인증 농가뿐 아니라 일반농가
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 • (신청요건 추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1월
1일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시·군기술센터 등) 등 제출
(접수기간:
기여
• (지원내용 추가)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등 컨설팅
2021년
지원 신규 도입
11~12월)
※ 예산(국비): (2021) 31억 원 → (2022) 69억 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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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병무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금액의 적립분(20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9.

행정·안전·질서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022.1.13.~)
❍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022.4.20.~)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2021.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
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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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 : 기획재정부(2022.1.6.)

❍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2.1.6.]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2.1.7.~1.2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확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1 -

⎗ 정책동향

◈ 명의위장 사업자 및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2022년 국무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1.3.)

❍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간부회의 개최, 2022.1.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 1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어 2022년 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코로나19 위기 완전한 극복, △국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 △부동산
시장, △글로벌 공급망, △물가·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 아울러 △신산업 규제혁신, △청년희망ON 시즌2, △탄소중립 실천에 매진
<주요 논의 내용>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심의기간 단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법령개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가상·증강현실
(VR·AR) 로드맵을 메타버스(Metaverse) 로드맵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강력
하게 추진
※ 旣수립 규제혁신 로드맵: ▴자율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차‧전기차(2020.4.) ▴가상·
증강현실(2020.8.) ▴로봇(2020.10.) ▴인공지능(2020.12.) ▴자율운항선박(2021.10.)
◈ 청년정책 관련,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2021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
기업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청년센터 설립 등 정책
전달체계 및 추진기반 보강에도 주력할 예정
※ KT·삼성·LG·SK·포스코·현대차 등 6개 기업, 총 17.9만 개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 2021년에는 탄소중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만큼, 2022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3.25.)을 맞아,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
◈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총 4.2조 원 규모※의 2022년 ODA 재원을 토대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과학기술과 ICT, 농업 분야 세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무상 ODA를 연계한 민관협력 패키지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
※ 정부 예산액 3조 9천억 원 + 한국은행 국제기구 납입분 3천억 원

- 12 -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22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1.5.)

❍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2.1.5.]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5일,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 원이 포함
사업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총 12개 사업

사업공고
기추진
(2021.12.24.)
1.10.주간
1.10.주간
1.10.주간
1.10.주간
1.10.주간
1.10.주간
1.10.주간
1.17.주간
1.17.주간
1.17.주간
1.17.주간

평가선정

지원예산(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3월 중

8,944

7,258

1,686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3월 중

972
1,582
6,722
5,829
11,017
12,226
7,341
1,875
5,160
1,590
10,050
73,308

972
6,722
5,829
2,100
11,376
7,341
1,875
1,590
10,050
55,113

1,582
8,917
850
5,160
18,195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ㆍ지원 근거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1.3.)

❍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2022.1.4.), 2022.1.3.]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
이개호의원 대표발의(2020.10.16.), 국회 농해수위 통과(2021.12.3.), 법사위 통과(2021.12.8.),
본회의 의결(2021.12.9.), 국무회의 의결(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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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주요 내용>
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다.
-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
②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
-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
③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2022.1.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2.1.1.] 2022년 1월 1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약 14천 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9차※ , H5N1형)
신고일(채취일): (1차) 음성 메추리(2021.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
(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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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차) 무안 육용오리(12.29.)

※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단체 모집(2022.1.5.)
-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모집, 공모
대상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 또는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단체로, 사업 수행 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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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지리적 여건이나 노동 형태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산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 애로사항이나 노무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도입했으며,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각 2개 단체씩 총 4개 단체가 운영 기관으로 참여, 모두
34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하면서 1,243건의 상담과 방역․안전 물품 1만3,000점을 제공하는 등 지원
-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12월까지이며, 선정된 단체는 1,000~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포터즈단을 운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담 및 사례관리, 숙소 및 작업장 환경개선, 안전·방역
관련 물품 지원, 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특히 취약 환경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발굴하고, 권익
구제 및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또는 비대면(SNS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한 상담을 지원

강원

충북

• 강원도, 축산시설 화재예방 추진계획 수립 추진(2022.1.2.)
- 강원도는 겨울철 난방기 전력 사용량 증가와 노후된 축산시설의 부주의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축사 전기시설 정기점검 등으로 축사 화재피해 사전 예방과 농가 안전의식
고취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축산시설 화재예방 대책 추진계획」을 추진
-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② 노후축사 등 전기안전점검 대상농가 사전파악, ③ 신규 건축 시 축사표준
설계도 활용 관련부서 협조 및 규격제품 사용, ④ 축사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한편 도는 농식품부에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목 신설 건의
• 충북도,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재편 ‘2.0’ 수립(2022.1.3.)
- 충청북도는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지털
가속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와 국가 뉴딜 재편에 대응하고자 ‘충북형 지역균형뉴딜’을
‘2.0’으로 새롭게 재편
-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은 기존의 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뉴딜 4대 분야로 종전 체계를 유지,
‘기존 뉴딜의 분야별 전략을 개편하고 초연결 및 탄소중립 신산업, 청년정책·혁신인재양성 등
최근 이슈를 반영
- 12대 전략, 29개 과제(신설), 256개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7조 5,21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존 뉴딜보다 72개 사업, 5조 9,499억 원이 증가한 규모, 분야별로는 디지털 94개
3조 717억 원, 그린 83개 5조 6,846억 원, 휴먼 56개 9,597억 원, 공간 23개 7조 8,057억 원
- (분야별) ▲디지털 뉴딜※…도 전략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및 디지털 기반 초혁신 신산업 육성, 사회
인프라·전통산업 전반으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그린 뉴딜
※※
…탄소중립과 연계한 에너지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 분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 기반 조성, ▲휴먼 뉴딜※※※…핵심 인적자산인 청년세대 지원 및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돌봄·교육 등 불평등 해소, ▲공간 뉴딜※※※※…수도권과 경부축에 치우쳐
있는 국토발전 무게중심의 균형축 형성, 과학기술기반 미래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선도공간 창출
※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산업 육성, ▲DNA융합 및 초연결신산업 강화, ▲스마트SOC 및 안전인프라
구축, ▲ICT융복합 제조·서비스·농축산업 스마트화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대응 그린생태계 회복,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청년 맞춤형 지원 및 혁신인재 양성, ▲취약계층 격차해소
※※※※ ▲균형발전 견인 신성장축 건설, ▲과학기술 혁신공간 조성
• 충북도, 2022년 농촌지도사업 465억 원 투입(2022.1.3.)
- 충청북도 충북농업기술원은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된 465억 원 확보
하여 농촌현장에 투입, 특히 국비 예산이 포함된 시범사업의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6.1%로 증액된
333억 원으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
- (주요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및 치유농업 등 신기술 보급,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선제적 방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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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충남

• 충남도, 여야 정책위의장 등 만나 공약과제 전달…핵심 현안 대선 공약화(2022.1.5.)
-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2022년 1월 5일 국회를 방문,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국민
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도가 발굴한 10대 핵심 제안과제를 설명하며 대선공약
반영과 지원을 요청
- (10대 과제)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미래 의료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국도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선 국도 승격, ▲충청
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등

전북

• 전북도, 2022년 도정 운영 방향 발표(2022.1.5.)
- 전라북도는 2022년 새해 도정 운영 방향으로 ‘백년·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전라북도 산업혁명’을
내걸고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전라북도 산업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동차·조선·기계·농생명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과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선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북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
- 이와 함께, 감염병과 재난·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산업지도 재편을 이루고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
※ ①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③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④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⑤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⑥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⑦ 자존의 역사·
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⑧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⑨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 (④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민·관거버넌스를 실현
하고, 농축산물 재해보험 확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등 달라진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 ▲지속
가능한 농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동물보호시설 조성
추진,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는 식품·종자·미생물 등으로 분화해 고도화를 모색, 국제 종자박람회장 구축과 함께
농생명·바이오소재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등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프라 조성

전남

• 전남도,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2022.1.4.)
- 전라남도는 2021년 1월 4일,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등을 파악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 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증가
※ (조사대상 및 항목) 2021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지역 만 15세 이상 1만 9천 116가구 / 삶에 대한
만족도, 보건·의료, 노동, 안전 등 12개 분야 30개 문항
- 도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 비중이 전년보다 0.9%P 상승한 31.5%로
분석, 이와 함께 전체 설문 가구의 72.5%가 전남에 계속 정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사는 지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
- 전남지역 의료기관은 2천 844개소로 전년보다 0.6% 증가, 의료인력도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선 일자리에 대해 ‘만족’ 30.1%, ‘보통’ 56.4%, ‘불만족’은 13.5%로,
하는 일에 대해선 ‘만족’ 31.5%, ‘보통’ 53.7%, ‘불만족’ 14.7%로 응답
- 이밖에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해선 ‘안전하다’ 48.6%, ‘보통이다’ 37.5%, ‘불안하다’
13.9% 순으로 조사
•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 호 초과 달성(2022.1.7.)
- 전라남도는 2021년 농식품부로부터 677개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새롭게 지정받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천 347개 농장을 보유했다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 4천 농가로 확대할 방침
※ 2021년 말 기준 전남이 보유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축종별 총 농가 수: 한우 895농가, 닭 173농가, 돼지
127농가, 오리 107농가, 젖소 45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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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북

• 경북도, 2022년 경북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2022.1.2.)
- 경상북도는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에 대응해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과 마케팅 전략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뤘으며, 2022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경북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
- 가장 중요한 콘텐츠 전략으로는 힐링, 문화체험, 액티비티, 캠핑 등의 4대 H.E.A.T 콘텐츠를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 갈 계획,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
▲일상회복 관광활성화 추진, ▲한류, K-콘텐츠 활용 해외마케팅, ▲문화관광 축제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
- 경북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홍보마케팅,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
하는 관광 프로그램, 파격적이고 폭넓은 여행지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

경남

• 경남도, 2021년도 사회조사 결과 공표(2022.1.4.)
- 경상남도는 2022년 1월 4일, 도민 주거지 중심의 생활과 만족도, 주관적 의식에 관한 2021년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대상 및 항목)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1만 5,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주거·교통,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소득·소비, ▲교육 5개 부문 39개 항목 등
-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가 67.5%로, 2018년(62.0%)에 비해 5.5%p 상승했으며,
연령별로는 ‘자랑스럽다’ 비율은 ‘60세 이상’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가
54.8%로 가장 낮아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있다’가 61.3%로 2018년(53.4%)에 비해 7.9%p 상승,
연령별 소속감으로는 20~30대는 과반이 ‘없다’가 더 높고, 다른 연령층은 ‘있다’가 더 높아
- 도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가구주 근로소득’ 47.2%,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19.9%,
‘정부의 보조금’ 12.7% 순이었으며, 지난 1년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
20.1%, ‘200~300만 원 미만’ 19.2%, ‘300~400만 원 미만’ 17.2% 순, 특히 ‘60대 이상’
가구에서 10가구 중 3가구는 ‘50~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대 분야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 27.4%, ‘IT·SW 신기술 분야’
26.7%,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18.2% 순
- 청년(만19~39세)이 타 시도로 이사 가는 이유는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 50.2%,
‘IT·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20.6%,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15.6% 순
- 타 시도 청년을 경상남도로 이사 오도록 하는 것은 ‘고향·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 31.3%, ‘수도권 생활이 힘들어서’ 27.6%, ‘취업·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24.9% 순

• 제주도,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2022.1.3.)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66개 시범사업 299개소에 55억 9,900
만 원을 투입※, 이를 통해 신개발 기술 및 품종 보급과 함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
※ (센터별)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부 텃밭 프로그램 운영’ 1개사업 5개소 1억 원, ▲제주농업기술
센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19개 사업 80개소 17억 8,800만 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 저비용 생력화 거점과원 육성시범’ 등 12개 사업 55개소 8억
제주
9,400만 원,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시범’ 등 15개 사업 72개소, 11억
2,200만 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 기술시범’ 등 19개 사업 87개소
16억 9,400만 원 등
- (주요 사업) ▲주요작물 품종 육성·농가 이용 확대, ▲농업 실용화 기술개발·보급, ▲농업가치 향상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제주형 뉴딜사업 기술개발·보급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
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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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외
[기획] 트렌드 1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특별보고서,
2021.12.3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대과제

분야별 이슈

전망

• 제20대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앙과 지역 간 협치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의 재원
중앙과 지역의 공존
확보를 위한 기금, 고향세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사법신뢰의 강화,
현상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Ⅰ. 선거와
사법과 정치의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과 불신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정치의 새판 짜기
제자리찾기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정치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산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으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가
전환
붙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다.
•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공정, 사회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하고, 국민의 요구가 큰 안전, 복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 로드맵 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개편
(가칭)정부 조직위원회 등 TF팀을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 불확실성의 증대와 리더십의 실종으로 특징되는 국제질서 패러
2022년 한반도, 적극적 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사안별, 국익별로 협상과 타협을 모색
평화와 공존동생의
하는 탈선형적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길로
국제질서 규범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별
당사국들 간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Ⅱ. 글로벌
미·중
공급망
경쟁,
최근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패권경쟁의
위기를 기회로
드러내는 것이다.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격화와 한국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22년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자원안보의 길

• 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과학기술 수준과 희유금속
확보 등 국가 간 패권 영역이 확대되었다. 관련 소재 공급망의
안정화와 에너지 전환 시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과제가 정부에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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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분야별 이슈
•

북한의 코로나19
극복과 남북관계
•

유럽통합에 대한
도전과 EU의 역할
•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양 날개의 균형
가계부채의 딜레마 풀기, •
총량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Ⅲ.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공정과 상생의
비대면경제 생태계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패러다임
전환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불신을 넘어 신뢰로

•

•

•

•

신기술·신산업 가치
창출
•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Ⅳ.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

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우주로의 일보

전망
2022년 인도적 백신 지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북한의 이견은 악화
되는 북한 경제를 고려한 북한의 봉쇄형 방역체계의 완화 여부에
따라 좁혀질 수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극복, 우리 정부의 백신지원
및 백신 특사 파견 논의,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하는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EU 회의주의 및 반(反)EU 시각의 대두, 난민과 재정부담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2022년 프랑스
대선, EU 회의주의 국가들의 향방, 미·중 갈등에의 대응 등에 따라
유럽과 세계질서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국가재정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혁신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관련 대내외적
변수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오프라인 판매업체의 상대적 소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의 신설·정비 및 온·오프
라인 업체 간 상생 방안의 검토 및 추진이 과제로 전망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활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수행한 결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
하여 국제사회가 2021년 10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자산 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제도를 정비하는 등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세계의 확장과 산업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대전환 시대
에는 기술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R&D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K-콘텐츠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콘텐츠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경제는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정책의 조정과 집행에 관한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데이터
시대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위성인터넷 등의 우주기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우주시장에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초기 단계인 국내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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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분야별 이슈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통합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Ⅴ.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극복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Ⅵ.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원자력, 배제와 활용
사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기후변화와 신(新) 위기

일상으로 들어온
친환경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 변화 등의 모빌리티 혁신은 이동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미래 이동에 대한 설계, 친환경·공유경제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차별금지의 법제화, 포용적 복지 정책 구현이라는
사회통합으로의 진일보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국가와 국민의
긴밀한 협력과 두터운 상호신뢰를 필요로 한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노동시장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규율 및 보호 체계가 필요
하다. 유연·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규범체계,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와 근무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본격 적용되면서,
실업빈곤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소득보전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
• 학력저하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입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회복 논의도
필요하다.
•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도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 확보, 미래질병
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기본법」(2022.3.25. 시행)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0월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일부 분야에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에는 집중호우, 2021년에는 폭염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향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마련, 부처 간 협력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방법론적 공방이 치열하다. EU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
중이고, 주요국 간의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 전략으로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활용하려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적·사회적·건강 취약계층 및 지역을 중심
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친환경’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삶의 방식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하여는 실천 가능하고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개발과 이를 추진할 통합적 체계, 기업 등 민간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입법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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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트렌드 2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경제주평, 2022.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
하였습니다.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로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제시, 이는 2021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인 「WITH CORONA(코로나와
함께)」에서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
마이클 셔머(2021)에서 언급된 “코로나 이전 시대(Before Time)와 코로나 이후 시대(After
Time)”에서 용어를 차용

※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10대 키워드>
❍ [1.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2022년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경제 상황이 신흥·
개도국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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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2022년 2분기 무렵부터는 미 연준(FED)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사전적 정책방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3.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2022년 상당수 신흥·개도국은 제한적 경기 회복으로
인한 펀더멘틀 취약성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4. Endgame(종반전)] 세계 경제는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으로 COVID-19와의 전쟁에서 근소하게
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 [5. Rhino(코뿔소)]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상승

※ ‘블랙스완(black swan)’은 현실화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리스크이나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임.

❍ [6.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으로 전망
❍ [7. Inertia effect(관성효과)] 코로나 위기의 충격 정도가 완화될 경우 톱니효과
(ratchet effect)라는 관성효과로 보복 소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소비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래불확실성 발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라는 상반된
관성효과로 오히려 소비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병존
❍ [8. Mild recession(연착륙)] 2022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연착륙(soft landing) 또는 소프트패치(soft patch)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둔화의 강도는 국내 방역 상황과 수출 경기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9. Economic misery index(경제고통지수)] 2021년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경제
고통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에는 비록 지수가 하락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서민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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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코로나 경제위기가 종결된 이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는 성장잠재력의 급락과 이에 따르는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또는 저성장 장기화)’이 우려
<시사점>
❍ 저성장 장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외국인 인력의 활용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 추세를 완화
- 또한, 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의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 특히, 기술혁신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 민간 R&D 투자의 저변 확대, 신성장 동력인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관련 기술개발 노력 강화 등이 필요
❙2022년 경제 키워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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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 유럽의회조사처의 “CAP strategic plans”(2021.12.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 새 공동농업정책(2023-2027)은 유럽연합의 결정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결정됨.
- 새 공동농업정책은 2018년 6월 1일에 제안된 이후 세 번의 협상을 통해 2021년에
유럽연합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이 과정에서 △환경 성취도, △정책
대상 선정 및 재분배(직불금 정책 강화), △자발적 참여와 의무적 참여 간의 균형,
△회원국 간 기후변화 대응 차이 등을 고려하였음.
❍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은 ① 농업 생산성 증대, ② 농민을 위한 삶의 질 확보,
③ 시장 안정화, ④ 식품 공급 확보, 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확보 등을
목표로 운영됨.
- (소득지원) 직불금 형태의 소득지원은 공동농업정책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직불금은 대표적으로 경작 면적 기반 기본직불, 녹색직불금, 청년
농직불금 등이 있으며, 재분배 직불금, 경작불리지역 직불금 또한 운영됨.
- (시장 정책)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등에 대해서 위기관리 정책, 생산자
단체 정책, 마케팅 정책 등을 펼치고 있음.
- (농촌개발) 유럽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인프라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수요에 맞게 정책이 시행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나 기존 공동농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새 공동농업정책 또한 Pillar 1과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불금에
많은 예산이 배정됨.
- 2018년에 2021-2027 다년간지출예산을 제안할 때 공동농업협정에는 3,240억 유로가
배정되었음.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EU-27의 공동농업협정 펀딩이
12% 감소하였고, 특히 Pillar 2에서 약 25%~28% 수준의 감소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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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에 다년간지출예산에서 공동농업협정은 3,439억 유로를 배정받음. 이 중
2,586억 유로가 직불금과 시장 정책에 사용, 853.5억 유로는 농촌개발에 투입되기로
결정됨.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NGEU※ 예산에서 75억 유로가 농촌
개발에 배정됨.

※ Next Generation EU: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500억 유로 투입
- 2020년 7월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에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3가지 일반 목표인 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스마트하고
회복력이 높으며 다각화된 농업 육성, ② 환경관리, 기후변화 대응, 유럽연합의 환경
관련 목표 기여 수준 강화, ③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 강화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제공하고자 함.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9가지 세부 목표를 지님:
① 공정한 소득 확보, ② 경쟁력 강화, ③ 식품사슬 내 균형 확보, ④ 기후변화
대응, ⑤ 환경 보호, ⑥ 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호, ⑦ 세대 재생 지원, ⑧ 활력있는
농촌, ⑨ 식품과 건강 보호
- (정책 전달체계 변화) 유럽연합의 양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농업협정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새로운 조건부 시스템) 현재 공동농업협정에서 운영하는 Green Architecture를
대체하여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
으로의 개편을 시도함.
- (지원 대상 선정 개선)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 직불금
상한을 60,000유로에서 100,000유로로 높임.
- 이 외에도 회원국에서 펀드 간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취도 평가 체계를
개선, 청년농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회원국 직불금의 2% 이상을 청년농을 위한
직불금으로 사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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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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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4일, 2021년 5월에 공개한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에 대해 정책 대응 방향을 추가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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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대응 방향

◈ 지속적인 농지 이용을 뒷받침하는 대응 추진

(1) 향후, 사람·농지 플랜의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 목표 지도에서 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자, 다양한
농업지원 서비스 사업체에 대해 플랜으로 규정 및 경영체, 서비스 사업체 등 이용자 명확화
활동 활성화 도모
- 대상자들이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생산 효율화 등을
추진할 경우 제도자금 지원(공고자금·농업근대화
자금)과 함께 필요한 농업용 기계·시설 도입 지원
(2) 농협의 농업수탁에 있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조합원 • 농협이 목표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이외의 기대도
이나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며, 농업경영에 부응하는 농작업 수탁 촉진, 농업경영을 하기 쉽도록
대응하기 쉽도록 하고, 복수의 농업 조합법인 간의 연계 조합원의 서면 동의 절차 완화
증진
- 농협 자회사 등 농업법인에 의한 복수 농업 조합법인
사업 운영 참여 촉진
(3) 산지간 연계 등을 통해 노동력 조정 촉진, 인재 획득 • 성수기가 다른 산지간 조정을 통해 관련 기관 등의 노동력
경쟁이 격심해지는 가운데 다른 산업 수준의 노동 환경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등을 조성하여 농업 종사자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일하기 조성 방향 등에 대한 검토회 발족
좋은 노동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장 마련
◈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
(1)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에 있어 제5기 대책(2020년도~) •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에서 소규모 취락협정
부터 도입한 ‘취락 전략’을 더욱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 등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취락기능을
하고, 취락 기능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가산 조치 적극 유지·강화하는 방안에 가산 조치 등 활용
적인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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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

(2) 대규모 경영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 중산간 지역의 복합경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실천모델
살린 복합경영 등 다양한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책 보완 등 우수사례 공유 추진
도모
(3) 농산어촌의 핵심 경영인으로서 농업 이외의 사업도 •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추진하는 농업인(반농반X)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어촌 관련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개발 등 추진 및 전문가 파견 등 실시
①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농업과 복지 연계, 수렵육 • 농산어촌 지역에 다양한 인재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활용을 비롯한 농산어촌의 모든 지역 자원을 최대치로 ① 농번기 도우미 등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활동에 도시
활용
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와 접할 기회 창출
②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하나가 되어 ②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하나가
대응
되어 농용지 보전 활동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③ ‘농촌 지역 조성 사업체(농촌 RMO)’에 의한 대응 등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득
확보 수단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6차 산업화를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으로 발전

경제활동과 함께 생활 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대응을 시행하는 농촌형 지역
운영 조직(농촌 RMO) 육성 추진

(4)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의 핵심 경영인으로서 2020년 • ‘특정 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
부터 시작된 ‘특정 지역 조성 사업 협동조합’이나 조합’ 알리기 외에 농산어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노동자 협동조합’을 활용한 인재 매칭 등 추진
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가 접할 기회 창출
(5)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이나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장 등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에
농산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시행하는 관한 법률(농산어촌 활성화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우, 농업 토지이용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대응 절차 활성화 계획을 책정하고 농어촌발 이노베이션 등
신속화
농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경우, 농지전용절차 등 신속화 시스템 도입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
(1) 중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 중산간 지역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① 농촌 취락의 지역 자원 보전관리·활용과 관련된 장래 구축하기 위해
방향성 및 대응에 대한 합의 형성과 이에 기초한 ①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 형성을 위한 계획
작성, 실증 등 지역 대응 지원
공동활동 추진

② 복수의 농촌 취락 기능을 보완하는 농촌 RMO 육성 ② 농산어촌 활성화법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하여 농용지 보전이나 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자원 최적 배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우, 해당 관계자로 구성된 단체가 JA나 농업
농촌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구조 구축
위원회, 토지개량구 등의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나 농진 제외나 농지 전용, 농지 권리
이전과 관련된 절차 신속화 추진
(2) 지역 조성과 관련된 인재·노하우에 관한 지원, 기존 • 지역 조성 인재 연수 강화와 함께 취락 영농 조직이
취락 영농 조직의 농작업 공동화나 농지보전 등과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으로 발전하는 방안
더불어 사업 다각화 지원
등 촉진
(3) 국토교통성 등과 연계해 유역 치수 대책을 추진하는 • 유역 치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등
동시에 저수지 등의 호우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효과적 활용과 논 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 형성 등
있도록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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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

• 토지개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비용
부담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나 배수
기장 등에 지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호우
대책에도 적용
(4) 총무성과 제휴하여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 •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민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광섬유, 무선 기지국 등 제휴하여 노하우 공유 등을 도모하면서 각각의 현장
정비 추진
여건에 맞는 계획 설정 및 시설 정비 추진
(5) 취락·지자체가 목표하는 농촌 장기계획에 따라 관련 • 농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
부처와 제휴를 통해, 생활 인프라 외 지역의료 및 생활 ① 관련 부처와 제휴를 통해 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를
교통 등 네트워크에도 고려하여 ‘작은 거점’을 정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재화·서비스 순환 구조 구축
② 농산어촌 활성화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 기회 등 농산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등 신속화 구조 도입
◈ 농지 장기 이용
(1) 임대자가 없는 농지는 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농지 • 임대자가 없는 농지에 대하여 지역 관계자의 논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확보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① 유기농업 및 방목, 야생동물 완충대 등 농지나 토양이 ① 농산어촌 활성화법에서 농용지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
(방목 등 조방적 관리, 야생동물 완충대 정비, 임지화
가진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등)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림어업단체 등이 JA나
②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안할 수 있는
농업위원회, 토지개량구 등의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구조
활성화 계획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나 농지전용절차 등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구조
도입

③ 농지 규모화·단지화 가속화 및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에 이바지하는 농지·농업 수리시설 정비 등에
대한 농가 부담 경감을 포함한 지원 등 추진
(2) 시설 정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권리관계를 충분히
조사·조정 및 재산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조방적 관리 등에 관한 지역 내의 협의를 거쳐
계획 책정
◈ 농촌 지원 인재 육성

② 이와 함께 지역 농업인 등의 의향을 바탕으로 시정
촌에 의한 토지의 상세한 용도(유기농업, 방목 등)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도입
• 토지개량법에 있어서 농지뱅크가 일정 규모로 임차한
농지에 대해 도도부현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획정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농업 수리
시설 등 정비에도 적용
• 농경지 정비 계획은 농지의 조방적 관리 등에 관한
지역 내 논의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권리관계 조사·
조정 등 지원 확충

(1) 2021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 ‘농촌 프로듀서 양성 강좌’ 수료생 등의 네트워크를
한 지역 서포터가 되는 ‘지역 조성 인재’를 양성하는 구축함과 동시에 한층 더 대응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농촌 프로듀서 양성 강좌’에서 수료생끼리 서로 추진
지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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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대응 방향

(2)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 활용, 시정촌(기초자치단체) • 자치단체 등을 광역적인 지원체제로 지원하기 위해
범위를 뛰어넘어는 중간 지원 조직 등 관련 부처와 ①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RMO)
제휴하여 지자체 등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형성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위한 정책 강구
② 광역자치단체 단계에서 전문가 파견 등을 하는
지원센터 설치
(3) 소규모 기반 정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촌 • 토지개량법에서 토지개량구 등이 시행하는 방재·
및 토지 개량 사업 단체 연합회가 지원하는 구조 등 감재 대책과 소규모 기반 정비를 자금·실행면에서
구축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개량 사업단체연합회의 업무에
① 방재·감재 대책 등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
하여 토지개량구 등에 교부
② 소규모 기반 정비에 대해 토지개량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 시행 추가
• 토지개량법에서 소규모 토지개량구가 취락과 공동
으로 농업 수리시설 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
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4) 관련 부처·기관 등의 지방 창생 정책과 연계를 도모 • 농업에 대한 관심층을 획득하기 위해
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층을 획득하기 위해
① 농번기 도우미 등 농산어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① 농산물 구매, 농산어촌 여행, 유니버설 농원에서의
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가 접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농사 체험 등을 통한 ‘농촌 팬’ 만들기
시스템 구축
② 농촌과 다양한 관계성을 희망하는 인재를 모집하여 ② 다세대·다양한 사람들이 교류·참여하는 장인 ‘유니
JA 그룹 등과도 연계해 이러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버설 농원’ 도입 추진
농촌과 연계하는 기능 구축
③ 도시 농지·농업에 대한 도시주민 이해 양성 등 추진
◈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구조 형성
(1)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정책과제가 • 농촌 지역의 과제 해결에 있어 필요한 대응에 대해 지속
추출된 경우,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 검토 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정보 교환 추진하고 정책을
결집시켜 대응
•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 형성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제휴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2)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업인 등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 지방자치단체나 농림어업자 등 보조금 활용 시 등 행정
위해, 행정 절차 서류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절차 간소화, 전자 신청
도모
등 추진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eiei/zinzai/211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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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CES 2022’ 주요 동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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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2’ 주요 동향
❍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가 2022년 1월
5일 개막(2022.1.5.~7.)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다시 개최, 올해 CES
에는 160개국, 2,2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참가 기 은 총 2,200여 개, 참여자는 7만 5,000명
로 추산

※

업

으

- CES는 IT·전자 부문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평가되지만 2022년은
예년과 다르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Google, MS, 메타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은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 아울러 2년 전까지만 해도 참여 업체
비중이 절반을 넘었던 중국 기업들도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로 대거 불참
❍ ‘CES 2022’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일뿐 아니라 물류·제조 분야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이 집중, 로봇은 최근 몇 년간 CES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인 단골 주제였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더 진화하는 모습
❍ 또한, 각종 건강관리 제품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으며, 마스크 아래 장착하는 환기
시스템, 병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들도 선보였고,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이 밖에도 5세대 이동통신 5G와 인공지능, 가상
현실인 메타버스, 우주기술, 이동성을 뜻하는 모빌리티를 눈여겨볼 분야로 꼽아
❍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 참여한 전체 기업은 지난 행사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참여 규모는 역대 최대로 50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주최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자와 IT, 모빌리티와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과
미래 기술을 선보여
❍ 올해 CES에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IT’를
앞세워 다시 주인공으로 부상, 몇 해 전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차 기술로 CES
현장을 장악했던 데서 분위기가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을 겨냥한 개인 경험과 그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신기술이 대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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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CES 2022’ 전시회에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의 제품이
주목을 받았으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1월 5일, 이들 제품을 포함해
‘실용적이거나 혁신적이고, 아니면 그냥 끝내주는’(Practical, Innovative or Just
Plain Crazy) 24개 신기술 품목을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
- 삼성전자가 선보인 휴대용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은 비디오 프로젝터, 스마트
스피커, 다용도 조명 시스템이 한데 묶인 제품, 180도로 자유롭게 회전 가능해 바닥
에서 벽, 천장까지 모두 프로젝터 화면으로 바꿀 수 있으며, 표준 전구 소켓에
끼워서 사용하고, 전용 렌즈캡을 씌우면 사용자의 기분에 맞게 다양한 패턴으로
빛을 내는 조명으로도 활용 가능
- LG디스플레이의 곡면 기술이 돋보인 ‘가상 라이드’ 콘셉트 제품도 선정, 이
제품은 고정형 자전거와 55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3개로 구성,
디스플레이 3개가 자전거 앞과 위에 곡선을 그리며 설치돼 있어 자전거를 타면
“목가적인 시골길을 질주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고 WSJ은 설명
- 현대중공업은 자율운항 고급 보트가 신기술로 인정받았으며, 2021년 6월 처음 선
보였을 당시 자율운항 시스템은 12명을 태운 유람선을 운항했고, 당시 이 배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6대와 레이저 센서, AI 등이 장착, 현재는 자동으로
정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물을 인지·회피해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현대중공업은 2022년 초 대형 상선과 함께 대양 횡단 항해를 하며 이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
- WSJ은 아울러, 미국 농기계 회사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 전자잉크를
활용해 차량 외장 색상을 변경하는 BMW의 전기차 ‘iX 플로우’(iX Flow), 뇌와
얼굴 움직임으로 조종하는 ‘와이즈이어’의 이어폰 등도 최고의 신기술로 선정
❍ 한편, 팬데믹의 여파로 3대 라이프 테크인 푸드테크·애그테크(AgTech)·헬스케어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트렌드를 반영하여 CES 2022의 핵심 테마로 ‘푸드테크’,
‘우주 기술’, ‘NFT’이 선정되었으며, 푸드테크 출전이 두드러지며 그 토대가
되는 농축산 분야 애그테크도 함께 주목받아
자료: “[CES2022 현지연결] 닻 올린 CES 2022…한국기업 참석, 역대 최대
규모”(SBS, 2022.1.5.), “‘삼성 봇’ 가사돕고 ‘현대차 로봇’ 물건날라…
CES 눈길잡는 韓기술”(동아일보, 2022.1.5.), “‘팬데믹에도 쇼는 계속된다’…
혁신 경연장 'CES 2022' 5일 개막”(연합뉴스, 2022.1.5.),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 개막”(KBS, 2022.1.6.), “휴대용 프로젝터에서 자율운항
보트까지…CES서 눈에 띈 새 기술”(연합뉴스, 2022.1.6.), 팜모닝노트(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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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바라는 대통령은?
<농업·농촌이 바라는 대통령은?>
◈ “빠른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농산물을 팔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활용 가능한 청년 마케터 육성 기반을 마련해 달라.”
◈ “농촌 홀대가 심각하다. 대통령부터 농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홍보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주길 바란다.”
◈ “국민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군납 체계 개편처럼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
들을 일순간에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 “대부분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재취업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데,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 확대와 교육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
◈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늘 실질적 피해보다 소극적으로 집계하는 탓에 피해면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집계 기준과 시스템 마련에 신경 써달라.”
◈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 청년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농업인들은 제3국에 살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대 대통령들의 관심은 없었다. 기초산업이자
식량산업인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농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자 먹거리 생산의 중대한 의무를 맡은 산업이기 때문에 홀대하지 말고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 “다른 플랫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하역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농촌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고령의 농업인이 사과를 제때 수확하지 못해 방치하는
모습을 봤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탄소중립과 동물복지가 주목받으면서 대체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우선으로 챙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국익명분의 대외통상 희생양, 초법적 말살 정책으로 피멍 든 축산현실을 직시,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농업인 후생 증진과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민본 농정을 바란다.”
◈ “가축분뇨는 처리방식에 따라 친환경 비료, 토양 개량재, 전기, 생활 연료, 산업용 연료로 변신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바란다.”
◈ “계란의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관리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산업을 잘 아는 농식품부에 안전국을 설치, 일원화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
◈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왔다.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더욱 높여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다. 농가에서도 악취 저감, 분뇨 처리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니 체계화된 축산정책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돼지고기는 5,000만의 대표 먹거리로 늘 서민과 함께했다. 한돈 진흥정책을 통해 수입육으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에 안정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
자료: “[신년특집] 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 ④농업·농촌이 원하는 대통령은”
(농수축산신문,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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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2.1.6.)

개요
❍ [농식품부·해양수산부,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발표, 2022.1.6.] 2021년도 농수산
식품 수출액(잠정)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6억 달러※를 달성
농 축산
85.4억 달 (12.9% ), 수산

※ 림 식품

러 ↑

식품 28.2(22.4%↑)

❙최근 5년간 농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단위: 억 달러)❙

농식품 분야
❍ 국제적 물류대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및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신 농산 1,571.1백만 달 (10.0% ), 가공
6,966.2(13.5 )

※ 선 물

러 ↑

식품

↑

❍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
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져※
김치(159.9백만 달 , 10.7% ), 인 (267.2, 16.3 ), 라면(674.6, 11.8 ), 음료(485.3, 18.2 ),
소스 (365.7, 14.7 ), 가공 (163.1, 18.1 ), 기(64.5, 20.0 ), 포도(38.7, 24.1 )

※

류

러 ↑ 삼류
↑
↑ 쌀 식품
↑딸

↑

↑

↑

↑

- (김치·인삼※)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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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80.1백만 달러(12.7%↑), 미국 28.3(22.5↑), EU·영국 14.7(24.9↑)
※ 인삼 국가별 수출실적: 중국 102.6백만 달러(25.1%↑), 미국 34.4(22.9↑), 베트남 29.3(34.4↑)
-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 케이(K)-콘텐츠 등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
라면 국가 수 실 : 일본 65.3백만 달 (19.7% ), 대만 31.8(34.9 ),
란 19.3(68.5 )
소스 국가 수 실 : 미국 81.3백만 달 (10.7% ), 시아 34.1(25.1 ), 일본 37.2(48.8 )

※
별 출적
※ 류 별 출적

러 ↑
러 ↑러

↑ 네덜 드
↑

↑
↑

- (딸기·포도※)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저장·물류·마케팅 등 수출단계별 경쟁력을 높여, 합산
목표 수출액 1억 3백만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
기 국가 수 실 :
21.7백만 달 (24.9% ), 가포르 15.2(8.2 ), 국 8.9(14.9 )
포도 국가 수 실 :
9.6백만 달 (43.7% ),
9.0(10.5 ), 중국 8.6(11.0 )

※딸
※

별 출 적 홍콩
별 출 적 홍콩

러 ↑싱
러 ↑ 베트남

↑

↑태

↑

↑

❍ [향후 계획]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딸기·포도·김치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
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정책과 한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하는 등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수산식품 분야
❍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주력 품목인 김, 참치 이외에도 어묵, 굴,
넙치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 그 중에서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
김 692.8백만 달 (15.4% ), 참치 579.2(9.7 ), 어 49.5(9.7 ),

※

러 ↑

↑ 묵

↑ 굴 80.1(12.0↑), 넙치 55.0(27.6↑)

❍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미국·일본·중국은 물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약 7억 달러의 김이 수출(2020년 대비 15.4%↑)
- (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한류 마케팅을 전개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

※ 김 수출 증가액: (2010) 105.2백만 달러 → (2015) 304.9 → (2020) 600.4 → (2021) 692.8
※ 김 국가별 수출실적: 미국 155.5백만 달러(12.7%↑), 중국 139.4(38.2↑), 일본 1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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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횟감 및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증가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79억 달러로 수출액 2위
참치 국가 수 실 : 일본 208.0백만 달 (16.7% ), 국 64.9(38.1 ),
스 53.6(76.0 )

※

별 출적

러 ↑태

↓ 프랑

↑

- (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
국가 수 실 : 일본 28.5(11.1% ), 미국 24.3(42.9 ),
11.3(29.4 )

※굴 별 출적

↓

↑ 홍콩

↑

❙주요 품목별 농수산식품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농림수산식품
○ 농림축산식품
- 딸기
- 포도
- 라면
- 인삼류
- 김치
- 장류
○ 수산식품
-김
- 참치
- 대구
-굴

2020(확정)
9,868.8
7,564.3
53.7
31.2
603.6
229.8
144.5
99.9
2,304.4
600.4
528.0
56.5
71.5

2021(잠정)
11,357.3
8,537.3
64.5
38.7
674.6
267.2
159.9
106.7
2,820.0
692.8
579.2
96.7
80.1

증감률
15.1
12.9
20.0
24.1
11.8
16.3
10.7
6.9
22.4
15.4
9.7
71.2
12.0

❙주요 시장별 농수산식품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신남방
신북방

2020(확정)
1,995.1
1,580.5
1,519.8
1,970.5
288.9

2021(잠정)
2,064.4
2,068.6
1,655.6
2,314.1
381.1

증감률
3.5
30.9
8.9
17.4
31.9

❍ [향후 계획] 비대면 소비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산 박람회와 상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식품 업체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0
억불을 넘어 113.6억불 달성”(2022.1.5.)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
GbWFmcmElMkY2OCUyRmFydGNsTGlzdC5kbyUzRg%3D%3D)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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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조사 결과(잠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5.)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 2022.1.5.]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
이는 20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2017.12월)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단위: GW)❙
구분
합계
태양광
풍력
기타(바이오 등)

2018
3.6
2.6
0.2
0.9

2019
4.5
3.9
0.2
0.4

2020
5.3
4.7
0.2
0.5

※ 실적: (2018～2020)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21) 에너지공단 설비등록 잠정실적

2021(잠정)
4.8
4.4
0.1
0.3

조사 결과
❍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 2021년 말 기준 약 29GW(太 21GW, 風 1.7GW) 수준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20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말 12.2GW와 비교 시 1.5배 증가한 수준,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
-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 말 3.2%에서
6.5% 수준(20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
- (태양광)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보다 감소(2020년 1.2GW → 2021년 0.8GW, 0.4GW 감소),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
산지 양 안전 강화(2018～2021): REC가중치 축소(1.2
(25도 15도) 등

※

태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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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
(1.0 → 1.2) 등에 따라 2020년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인 가 기간: 국내 5～6년, 해외 3～4년

※ 풍력 허
약
약
※※ 풍력 연간 착공 실적: (2020) 4개소, 120MW → (2021) 13개소, 902MW
향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
- ➊ 2022년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
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

※ 내부망 연계거리: 해상풍력 발전단지 內 개별 발전기를 모두 연결하는 최단 거리
- ➋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
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 개선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설치 등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발의(2021.5월)
- ➌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 1)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2) 주민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3) 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4) 농협･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1.6.)

❍ [농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2.1.6.]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
※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1년 9월 16일〜2021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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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11.3%) 등 순
❙반려동물 종류별 평균 양육 수(단위: 마리)❙

❙반려동물 마리당 평균 양육 비용(단위: 만 원)❙

❙반려동물 입양 경로(단위: %)❙

*Base: 반려동물 양육자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단위: %)❙

*Base: 반려동물 양육자(n=1,296)

*Base: 반려동물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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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 인지율(단위: %)❙

❙동물등록 여부(단위: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준수 정도(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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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