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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자료 : 관계부처 합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1.20.)

개요
❍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2022.1.20.] 정부는 2022년 1월
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

※ 본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실장(공동반장),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참여

- (4대 추진전략) ➊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➋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육성※※, ➌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
➍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실현※※※※

※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022, 180명), 메타버스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20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022, 1개소),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
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메타버스 개념
❍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
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➊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➋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➌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
-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
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

※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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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ICT 패러다임 변화❙

추진과제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신대륙 발견: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신대륙 정착: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신대륙 성장: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대륙 번영: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1.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
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

※ (예) 탈중앙화, 개방성, 글로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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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예시❙
추진과제

과제내용(예시)

① 메타버스 생활

• 주요 도심지를 ‘디지털 거울세계’로 구현해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하고 일상생활을 실현

② 메타버스 관광

• 관광지, 박물관 등 관광 명소를 실감나게 여행하거나 지역축제를
생생하게 관람하면서 의식주 구매 활동 구현

③ 메타버스 문화예술

• 초실감 가상공연, 경연대회, 대규모 관객과의 양방향 소통 등
예술활동 및 작품감상

④ 메타버스 교육

• 가상교실에서 몰입형 교육, 다자 참여 토론, 사용자의 교육 콘텐츠
제작·거래·활용 지원

⑤ 메타버스 의료

•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그룹 중독치료, 재활
운동 지도

⑥ 메타버스 미디어

• 움직임·표정 등이 현실과 동기화된 아바타가 진행하는 가상 방송
및 실감형 OTT 서비스

⑦ 메타버스 창작

• 일반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과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가상세계
구현

⑧ 메타버스 제조

• 생산 제조공정, 설비의 가상화로 작업효율 최적화,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안전 관리

⑨ 메타버스 오피스

• 온라인 사무환경 접속, 화상회의, 자료공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감형 사무환경 제공

⑩ 메타버스 정부

• 정부·지자체 공공 행정 및 민원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
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
-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
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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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

※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
❍ ➋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

※ ① 광역 메타공간, ② 디지털휴먼, ③ 초실감미디어, ④ 실시간 UI/UX, ⑤ 분산･개방형
플랫폼
-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
-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
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XR 콘텐츠 체험 시 멀미감･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 생체신호
※※ 전통건축, 전통생활소품, 전통회화(무늬) 등의 전통문양 3D데이터 및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소장품에 대한 3D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영상 등
2.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인재양성
-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
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0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022, 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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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안)❙

-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을 지원(2022, 2개 대학원)
<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안) >
◈ (지원규모) 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 원 내외(1차 년도 5억 원, 2~6차 년도 연 10억 원)
◈ (지원기간) 최대 6년(4+2년,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 개발장비 구축, 콘텐츠 연구개발·제작, 사업운영비 등

-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022년: 10개 → 20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
-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
(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
인재를 육성(2022, 250팀)
-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0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
❍ ➋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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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
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 개최
-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
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
3.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
(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022, 1개소 추가)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

※ 메타버스 신서비스 발굴･실증, 교육, 입주공간 제공 등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시설
-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
❍ ➋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
-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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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➊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
-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 자율규제, ② 최소규제,
③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

※ (예) 국내 메타버스 산업 경쟁 활성화 방안, 가상자산 규제방향,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등
❍ ➋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

※ ①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② 혁신적 의료 지원, ③ 안전한 근로 환경 및 생활 안전,
④ 재난대응 및 탄소 저감, ⑤ 정보격차 및 윤리 강화
-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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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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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자료 : 기획재정부(2022.1.21.)

❍ [기획재정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2.1.21.]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 2022년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

※ ①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② 병상 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③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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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2022.1.20.)

❍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1.20.]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

※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 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

- (주요 내용)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
연금액을 지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
※※※ (노인빈곤율)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노인빈곤갭) 노인빈곤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1년
2022년
기준연금액 200,000원 202,600원 204,010원 206,050원 250,000원 300,000원 30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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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18.)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2022.1.1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법)
일부개정령이 2022년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금번 개정은 RCEP 발효
(20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며, 아세안+5※(15개국)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
※ RCEP 서명국: ASEAN 10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
뉴질랜드)
◈ (시장개방) 기존 FTA대비 상품·서비스 추가 개방 및 일본과 신규 FTA
- 상품: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추가철폐(1.7~14.7%, 품목 기준)※
※ 주력 품목(자동차·부품, 철강 등), 중소기업 품목(섬유, 기계부품 등) 및 의료위생용품 등
- 서비스: 콘텐츠·유통·물류(아세안), 온라인게임(일본) 등 추가 개방
◈ (규범)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및 선진적 신통상규범 도입·강화
- 원산지 기준 단일화, 투자 시 최혜국 대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무역구제 등

- (주요 내용)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 ②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구분
근거
대상
조치 수단
조치 기간

WTO
GATT 및 WTO 협정
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
수입물량 제한, 관세 인상 등
최대 8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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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RCEP 협정
RCEP 체결국 당사국
관세 인상 등
최대 4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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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GCC FTA 협상, 10여 년 만에 공식 재개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19.)

❍ [산업통상자원부, 한-GCC FTA 협상, 1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 2022.1.19.]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우디아리비아 정상 순방 계기, 2021년
2022년 1월 19일, 나예프 알 하즈라프(Dr. Nayef Falah M. Al-Hajraf) GCC※ 사무
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협력 활동 수행

- (기대 효과) △GCC※와의 FTA 체결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부국인 GCC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된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이슈 등 최근 글로벌 핵심 이슈 분야에 대해 협력 확대,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심의 투자 협력을 뛰어넘어, 한국의 첨단 제조산업 경험과 GCC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연결하여 의료·보건·스마트팜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와 한-GCC FTA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의 심도 있는 협력까지 기대

※ GCC 국가는 한국과 중동지역 교역량의 75%를 차지(2020년 교역액: 중동 594억 달러(수출
147, 수입 447) / GCC 466억 달러(수출 90, 수입 377))
※※ GCC 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전체 원유수입량 68.7% 공급(2020년 기준)
※※※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및 국제협력 분야 전담기관 지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및 국제협력 분야 전담기관 지정,
2022.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월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현판 제막 및 수여식을 진행하였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 협력정책 지원센터」에
녹색기술센터를 각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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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며,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정보 분석, 현장수요 기반 시범·
신규 사업 기획, 성과 상용화를 위한 수요기업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연구개발 전
주기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대응 기술지도 등
◈ (「기후기술협력정책지원센터(녹색기술센터; GTC)」)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며,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의 협력사업 운영 및 기획, 국제협상 시 정부협상대표단에
기술의제 분석·자문 등 지속가능한 기후기술 국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예정
※ 기후기술협력 사업 발굴 및 국제협상 전략 수립, 관련분야 인재양성 방안 수립 등

◈ 농업·농촌 동향

농촌진흥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취득
자료 : 농촌진흥청(2022.1.21.)

❍ [농촌진흥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취득, 2022.1.21.] 농촌진흥청은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2-4.5, 3-7.0, 5-8.5)에 따라 생산한 우리
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취득, 아울러
누구나 쉽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소프트웨어
(UNIDForm)도 개발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 온실
가스 경로 시나리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주요 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방대한
시나리오를 찾아 가공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표준화된 자료에 근거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정책자료로 활용,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플랫폼(UniDForm)…
연구자가 원하는 지역의 기후정보를 입력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정보를 직접
생산 가능하여 연구 분야별 사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원하는 형태로 미래기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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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생산ㆍ유통이력 확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1.20.)

❍ [농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2.1.20.]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 (현행) 「축산물이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두 개 법에 따라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
(12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 (개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소비자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 (현행)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리수 등을 신고토록 함. → (개선) 주령별로 마릿수를
신고하도록 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를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계란 생산량 예측이
가능할 전망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으로 한정
- (현행) 축산업 허가증 등이 없더라도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 발급 가능 → (개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있어야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가축질병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2022.1.15.)·
농림축산식품부(2022.1.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2.1.15.] 2022년 1월 15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약 33천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1차※ , H5N1형)

※ (가금농장발생) 21건(2021.11.8.〜, 산란계 6, 육계 2, 육용오리 8, 종오리 4, 메추리 1 / 충북 4,
충남3, 세종2, 전북2, 전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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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2022.1.1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022.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
요인 개선에 집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 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 2022 경기도 산림시책 ‘탄소중립·도민행복’에 초점‥1,390억 원 투자(2022.1.19.)
- 경기도는 최근 기후 위기가 ‘불편’의 문제가 아닌 ‘인류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
- 이에 따라 총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 수립,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 등 신규 도입
※ ①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②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③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④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⑤ 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5개 과제≫
▸[①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육단계
별 숲가꾸기를 8,780ha 규모로 추진하고 800ha의 면적에 조림을 시행할 예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을 추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

경기

▸[②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배치하고 산불감시
진화인력 1,895명을 운영,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7km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355개소 등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5만 8,000그루를 제거하고, 매미나방, 대벌레 등의 대량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할 예정
▸[③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 ▲낙엽송 조직배양묘 3만 그루에 대한 생산체계를 유지해 원활한 종자 수급 추진,
▲산림경영 기반 시설인 임도 14.5km 신설과 기존 임도 116km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다양한
이용방안을 강구, ▲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에 123명의 인력을 투입
▸[④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최근 캠핑·등산 등 산림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수원 수목원,
너른골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복지시설 10곳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2명을 배치, 동시에 도심 주변 등산로 339km를 정비하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 ▲새로운 개념의 산림복지시설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
▸[⑤ 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함께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반딧불이 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광릉숲 둘레길(54km) 정비,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지역과 함께 상생
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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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강원도, 2022년도 동물방역·축산물위생·반려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총 505억 원 투입(2022.1.20.)
- 강원도는 『가축질병 걱정 없는 청정강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시대!』를 열기 위해 2022년도에 총 5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안전 및 반려동물보호” 대책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 (‘사전 예방 중심의 동물방역 체계 정착’ 사업: 393억 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68,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53, 구제역 방역 지원 67,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5 / (‘농장에
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 사업: 30억 원,)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10,
축산농가 및 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 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조성’ 사업: 82억 원)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55,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0, 유기동물 보호·관리 5
• 강원도, 2022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2022.1.17.)

강원

- 강원도는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파양·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개 물림사고·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동물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2022년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연중 실시
- 이번 캠페인은 설, 추석 명절 등 7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비대면으로 홍보를 추진하되, 코로나 단계 조정 등 상황에 따라 대면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
※ ① 법령 및 지침 개정 홍보, ② 설 명절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③ 동물보호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④ 휴가철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강화 홍보 캠페인, ⑤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⑥ 반려견 소유자 동물보호법 위반 준수 단속, ⑦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 중점 홍보 사항은 ① 목줄·가슴줄 2m 이내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②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③ 동물학대 방지, ④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반려견 소유자
동물보호법 준수 집중 단속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등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
• 충북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 지속 건의(2022.1.18.)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22년 1월 17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 이시종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으로 보다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
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
• 충북도,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에 518억 원 투자(2022.1.20.)

충북

- 충청북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2022년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에
518억 원의 예산을 투자
▸코로나19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충: ▲소각시설 증설
사업(3개소)에 165억 원, 매립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4개소)에 162억 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사업(1개소)에 6억 원을 투자,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2개소) 증설에도 79억 원을 투자해 도민안심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3억 원을 투자해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사업 추진: 수거에
참여한 마을이나 농민 등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 수거체계인 재활용 동네마당 25개소를 설치(4억 원)해 자원순환을 촉진
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2억 원)을
추진하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46억 원)도 건립
▸도내 주요하천 주변 쓰레기 정화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경관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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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도는 향후 5년간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
• 충남도, 농어업용 협동로봇 등 미래 발전 이끌 신사업 추진(2022.1.17.)
- 충청남도는 2022년 1월 17일, ‘미래사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 농어업용
협동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과제 발굴에 박차
- 2021년 ‘미래사업 발굴협의회’에서 발굴한 미래사업 7건에 대해 기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이들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 농어업용 협동로봇은 세계 로봇 시장이 2018년 65조 원에서 2024년 140조 원으로,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마련되었고, 농어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농어업용 협동로봇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았으며, 농어업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
- 사업을 제시한 김현덕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는 발전전략으로 1단계(3년) 방제용 로봇개발,
2단계(2년) 농어업용 협동 로봇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3단계(2년) 농어업용 로봇 플랫폼 개발
글로벌화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
• 충남도, 작목별 전문가 8개 분야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2022.1.20.)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팀을 구성, 작목, 토양관리, 병충해관리, 농업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42명으로, 이들은
청년농업인이 창업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충남

- 또한, 강소농 전문위원이 귀농귀촌, 전자상거래, 농산업창업 등 8개 분야에서 농업기술 이외의
컨설팅을 실시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
- 신청은 컨설팅 대상농가 외에도 도내 청년농업인(18세 이상∼4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담당자를 통해 신청
• 충남도, 농식품 수출 또 ‘사상 최고’ 기록(2022.1.19.)
- 충청남도는 농수축임산물(농식품) 수출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작성, 2021년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급증하며,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4년 연속 수출 증가※, 또한 2022년
농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고, 수출 물류비 지원, 신선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농식품 해외마케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갈 계획
※ 농식품 수출: (2017) 3억 7,256만 달러 → (2018) 4억 2,262만 달러 → (2019) 4억 3,687만 달러
- 충청도가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총 6억 7,150만 9,000달러로 집계, 이는 2020년 5억 2,890만 7,000달러에 비해 27% 증가,
전국적으로는 2020년 90억 4,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2억 3,200만 달러로 13% 증가
- (품목별※) 인삼류가 2020년 1억 295만 8,000달러에서 2021년 1억 2,238만 달러로 18.9% 증가
하며 사상 최고점, 로얄제리는 4,560만 6,000달러에서 1억 1,599만 9,000달러로 무려
154% 증가, 김은 2,212만 1,000달러에서 4,495만 달러로 103.2%
※ 이외 △상추 2만 2,000달러 → 32만 4,000달러, 1364.7% 증가, △인삼주 6,000달러 → 8만
7,000달러, 1295.6% 증가, △기타주류 9만 달러 → 74만 2,000달러, 726.9%, △돼지고기
1만 6,000달러 → 18만 1,000달러, 998.3% 증가 △기타곡분 1만 4,000달러 → 14만
4,000달러, 901.7% 증가 △표고버섯 1만 1,000달러 → 8만 9,000달러, 700.9% 증가 등
• 전북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 실현(2022.1.18.)

전북

- 전라북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과 청정전북 실현”을 위해 ①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유해환경요소 종합 예방·관리, ②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과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③ 생태자원의 가치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 ④ 만경창파 재현을
위한 만경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 ⑤ 신림치유·힐링 기반인 다양한 숲과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

- 17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전북도, 국내 최초‘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구축(2022.1.20.)
- 전라북도는 농식품부가 공모한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정읍에 소재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에 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약품의 안정
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 (재)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을 투입하여 2014년 공모사업
선정, 2015.7월 준공, 1센터, 3팀 22명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종합적 육성지원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럴타워 역할 수행 중
- 시설은 2022년 실시설계와 더불어 2024년까지 3년 동안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891㎡
규모로 구축, GMP급 미생물 배양장비, 정제·농축장비, 건조·제형장비 등도 갖추게 되며,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반려동물의 펫푸드부터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축산용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
•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500억 원 투입(2022.1.16.)
- 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하였으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 지원으로, 농지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종패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
- (지원 규모)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 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2022년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상환조건) 사업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전남도는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법인에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천
5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

전남

• 전남도, 200억 원 규모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공모 선정(2022.1.20.)
-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공모에서 신안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재배 작목을 레몬으로 선정,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 인
구 유입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농업의 신성장 미래인력 구축에 기여할 전망
- 신안 도초면 발매리 일원 5.8ha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임대형스마트팜
(4.2ha)과 지원센터, 선별장 등을 조성할 계획, 특히 재배 작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레몬으로
선정,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 ‘아일랜드 스마트팜’도 구축해 체류형 관광은 물론 레몬을 활용한
‘팜핑(Farm+Camping)’, ‘비치캠핑’ 등 첨단 스마트팜과 특화한 섬지역 6차산업 모델로 육성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 신설(2022.1.19.)
- 전라남도는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해 고향사랑기부제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강구를 비롯해 답례품 개발지원, 출향도민 교류협력 및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제도 시행 대책을 추진

경북

• 경북도, 프리미엄 딸기 수출, 전년 대비 179.5% 증가(2022.1.17.)
- 경상북도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급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산 딸기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경북 딸기 수출이 전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한 92만 달러를 기록
- 2017년 22만 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딸기 수출 불모지에 가까웠던 경북은 2020년 김천 감로딸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품종(알타킹※)을 첫 수출한지 2년 만에, 2017년 대비 수출액 317.5%,
2020년 대비 179.5%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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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알타킹 품종은 특유의 식감과 향으로 과실이 크면서 과실 착색이 50% 정도에 수확해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 홍콩, 태국,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경북의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성장
- 중화권과 신남방 국가에서 경북 딸기의 인기와 수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경북도는 프리미엄
딸기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시설, 수출물류비,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
- 특히, 2022년에는 거점 딸기전문육묘장 설치를 지원해 알타킹 등 수출품종의 우량묘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 경북도, 설 명절 물가 안정관리 중점기간(2022.1.20.~2.6.) 지정, 종합상황실 운영(2022.1.20.)
-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및 적기 수급대책 추진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관리에 대응책 마련
- 주요 품목별‘물가안정 책임관리관’을 지정해 품목별 물가안정 지원과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
- 또한, 경북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 유관 기관과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식품 관련 불법행위, 물가지도 단속,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감시, 농축
수산물 물량 수급 균형 조절 등 협업을 통해 대응
- 아울러,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우수상품을, 경북세일
페스타와 사이소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100여 개 품목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설맞이 농축산물 특별판매전도 함께 개최할 예정
• 경남도,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 지원(2022.1.17.)
-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 융자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지원한도)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경남

-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
•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813㎿ 보급(2022.1.21.)
- 경상남도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2020년 말 기준 1,813㎿ 보급,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21년 11월 공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20.2%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전북(32.2%) > 강원(30.2%) > 세종(24.3%) > 서울(20.5%) > 경남(20.2%)
- 발전원별 보급량은 태양광 1,282㎿ > 바이오 327㎿ > 기타(풍력 등) 205㎿의 순으로 집계되어
태양광이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약 71%를 차지
- 경남도는 2022년에도 정부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2050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6,312개소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아울러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기반) 구축사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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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 ▲마을공동체 발전소 (20개 마을), ▲융복합지원사업(주택, 상가 등 3,340개소), ▲확대기반조성
사업(공공기관 57개소), ▲주택지원사업(주택 2,500개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공동주택 370세대),
▲건물지원사업(공장, 축사 등 25개소)
※※ 경남도 자체 사업인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제외한 발전 수익은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나 공동시설의 운영비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
• 제주도, 2023년 국비 1조 8,000억 원 확보 ‘총력전’(2022.1.20.)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월 20일,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 국비사업 점검
회의’를 개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발굴한 196건·2,419억 원 규모의 신규 국비
사업과 제주형 뉴딜사업에 대해 논의
-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022년도 1조 6,709억 원 대비 1,291억 원(7.7%↑)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신규사업 및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에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
- (신규 국비사업) ▲제주 스마트 충전기 운영기반 구축사업(22억 원, 그린뉴딜), ▲제주일주도로 우회
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50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72억 원, 그린뉴딜), ▲바다
목장 리뉴얼 해조숲 조성(16억 원, 그린뉴딜), ▲교래정수장(광역) 신설(1단계) 사업(56억 원)
- (뉴딜사업) ▲가상현실 제주스포츠센터 조성(50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
사업(45억 원, 그린뉴딜), ▲제주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77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19억 원, 디지털뉴딜),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5억 원, 휴먼뉴딜)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신규사업은 향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추가
신규사업과 함께 2024년 이후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 특히, 기존 사업 중
디지털·저탄소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확보 전략으로 뉴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제주

• 제주도, 식량작물 우수품종 종자 공급 및 재배 확대 박차(2022.1.20.)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핵심 과제로 ‘식량작물 우수품종 종자 안정 공급 및 재배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2022년 23억 8,500만 원(국비 2억 6,400만 원,
지방비 21억 2,100만 원)을 투입해 우리 품종 이용 확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박차
- (우리품종 이용 확대) 감자 ‘홍지슬’(8ha), 팥 ‘홍다’(6ha), 기장 ‘올레찰’(3.3ha) 등 새로운
우리품종 3작목(17.3ha)을 농가 실증하고 이용 확대 추진
-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감자 15톤, 콩 3.4톤, 보리 3.6톤 등 총 3작목·22톤의 국가보증
우량종자를 공급, ▲농업인 수요가 많은 나물콩 ‘아람’은 국가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해 제주
농업기술원의 원종 3톤으로 국립종자원에서 정부보급종 40톤을 생산해 처음으로 농가에 공급,
▲메밀은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협업체계를 갖춰 원종 3톤, 보급종 30톤을 생산·보급
※ 우량종자·품종 보급으로 생산성 10~20% 향상, 수확비용 50% 절감이 기대되며, 잡곡류 국산 품종
점유율은 5%(2021년 기준)에서 2025년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제주도, 2022년 감귤 신품종 개발·이용 확대 주력(2022.1.18.)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기후변화, 시장개발, 소비문화 다양화 등 감귤산업 여건 급변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신품종 육성·보급 확대가 절실한 실정, 이에 2022년 핵심과제로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농업인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22년 8억 5,300만 원(국비 7,400만 원, 도비 5억 9,900만 원, 출연금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감귤 신품종 육성과 재배법 확립, 농가 실증 및 보급사업 추진

자료: 각 도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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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2년 10대 농정이슈 외
[기획] 트렌드 2022년 10대 농정이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10대 농정이슈”(KREI 농정포커스
제202호, 2022.1.14.),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ㆍ
농촌 10대 이슈”(2022.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0대 농정이슈(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2022년 10대 농정이슈❙
1.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 계절근로자제도의 다양한 방식 확충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방안 마련
•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체계화 및 확대
• 농업을 이어나갈 청년 인력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강화 및 개편
•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 확대로 신규 창업농 희망자의 진입장벽 완화
2.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CPTPP, 2022년 4월 가입 신청 추진 계획
• 농업전반에 걸친 관세인하 압박이 예상되며, 국내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강화 우려가 크므로 국내 관련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필요
•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로 역내국의 FTA 활용률 증가가 예상, 우회 수입 방지 노력 필요
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정 체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필요
• 바람직한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신정부 농정 비전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구체적 목표 제시
• 국민과 정부 간 공감대에 기반하여 농정 비전과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법·계획·재정구조·정책 추진
체계·농정 조직·농정 거버넌스 등을 연계하여 함께 전환
• 국가 차원에서의 농정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 확보
• 정부와 농업인 및 단체 간 협력 관계 강화
4.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농촌발전정책 추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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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추진
•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정비 및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 선택직불제 확대를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시행 효과 증대 필요
•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직불제 확충 방안 마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택직불제 추진 체계 마련 필요
6.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 필요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환경/경제성 확보 및 사회적 갈등 해소
7.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 기존 농식품 지원제도는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
• 현물지원 중심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 및 본 사업화 추진 시급
• 농식품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 확대
8.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혁신성장·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 관련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농업과 농산업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9.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유통 정책 추진 중
•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보완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농산물 전문판매조직 육성 및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영 온라인 B2C 재편 및 공영 온라인 B2B 플랫폼 구축
• 온라인 B2C 이용 소비자를 위한 전략 수립
10.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 사회서비스 및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농촌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문제 부각
•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및 법률 제정
• 젊은 인구 유입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202호,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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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2021년 10대 농정이슈❙
10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개편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2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지원 확대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4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4.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재생 추진

5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6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 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온라인
도매유통체계 확산

8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스마트 농촌 구현

9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10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60호(2018.1.22.), 농정포커스 제176호(2019.1.29.), 농정포커스 제186호,(2020.1.8.),
농정포커스 제196호(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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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농정이슈(농협경제연구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2022년 1월 3일,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
❙2022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1.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 미·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가 재편,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
2.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 2021년 요소 등의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인해 촉발됐던 원자재 국제가격 불안정과 곡물 가격 상승 현상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자재와 곡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요구
3.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 탄소중립이 전 세계 핵심의제로 급부상하며 우리 농업계도 탈탄소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농식품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한 농가 지원정책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4.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가, 이에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
5.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불법투기 문제가 불거지며 2021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에 2022년에는 농지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6.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며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 2022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 시각에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공급 체계 개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을 위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
7.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 성장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와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8.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여러 유통업체들의 산지·도매 단계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 노력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9.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인 2022년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
직불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아울러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 확대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요구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10.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부금
한도액과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출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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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소중립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1917호, 2022.1.1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2021년 12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농식품 부문 이행방안인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 전략에서 농식품부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
- 이를 위하여 과거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분명히 할 필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농업 분야(비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백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를 차지
- 경종(耕種) 부문에서 11.8백만 톤(55.7%), 축산 부문에서 9.4백만 톤(44.3%)이 발생
하며, 경지 감소 등으로 경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 작물 재배 시에는 담수 상태인 논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의 혐기(嫌氣)적 분해,
농경지에 시용되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농작물 잔사의 소각 행위 등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배출원
- 가축 사육 시에는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의 혐기적 분해 등이 역시
그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원
- 그 외 농기계와 시설원예 등 농업 에너지 부문에서도 약 1.0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나, 재생에너지 활용과 전기 사용 증가로 배출량이 감소하거나 비농업계로
이전
❍ 농축산업은 동식물의 물질대사 과정을 이용하여 인간의 유익을 취하고 그 대사
산물을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을 기술적 핵심으로 삼는 분야인 만큼 타 산업과
달리 농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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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 민감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원과 에너지를 추가 투입하는 일이 발생
❍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력의
확보와 신규 감축 수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힌 농정당국의 인식도 이에
기인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내용 검토>
❍ ‘2050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이른바 ‘3+1 실행전략’으로 요약되며, 여기에는 14개 핵심
과제가 포함
❙2050 농식품 탄소중립 목표의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 자료: 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12.27., p.8.

- 26 -

⎗ 아젠다 발굴

❍ 농업생산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기존의 고투입·집약적 농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영농체계 구축,
현재 전체 경지면적 대비 5.2% 수준인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의 확대(2030년: 12%,
2050년: 30%), 토양 양분과 수자원의 관리 강화, 바이오차※ 등을 활용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 향상 등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와 풀, 농업부산물 등의
유기물질을 산소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열분해하여 만들며, 이를 토양에 살포하면 이산화
탄소의 고정･저장 효과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비에너지 부문과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되며, 비에너지 부문은
경종, 축산, 유통, 소비 부문으로 구분
- (경종) 논물관리 체계화, 과학적 시비 처방 등으로 비료 사용량 감축 지원 등
- (축산) 저메탄사료 개발과 양질의 조사료 확대 등을 통한 가축 사양관리, 정화처리
확대와 퇴비 감축‧에너지화 등을 통한 분뇨처리 개선, 스마트 축사 보급 및 소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축산 생산성 제고 등
- (유통)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푸드 확대 지원 등
- (소비) 식생활 개선 및 대체식품 육성, 농식품 폐기 최소화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과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과제가 제시
❍ 에너지 부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 분야 에너지 이용실태 파악
및 관련 DB 구축,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집단화된 단지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
내연기관 농기계의 ‘전기화’ 등의 과제가 제시
❍ 한편, 농촌 공간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은 농업·농촌 부문의 필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강한 측면도 내재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농업기반시설, 염해 간척지 등의 활용과 농촌 공간의 계획적인
재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 농식품부는 이러한 실행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 27 -

⎗ 아젠다 발굴

❙2050 농식품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과 주요 지표❙

※ 자료: 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12.27., p.9.를 재가공
❍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2050년 감축목표(8,243천 톤)의 71.1%에 달하는 5,858천 톤을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할 계획이라는 점
- 벼 재배 방식(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등)의 변화에 따른 감축량은 2050년 목표치
(540천 톤)를 2030년에 100% 조기 달성하는 것이 목표
- 농경지에 퇴·액비 등으로 투입하는 가축 분뇨량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2030년 1,683천 톤, 2050년 1,936천 톤)과 가축분뇨의 비농업계로의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2030년 2,058천 톤, 2050년 2,355천 톤)도 각각 2030년에 2050년
목표치의 87.0%, 87.4%를 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목표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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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열거된 여러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에서도 이처럼 가축분뇨의 농경지로의
투입량을 줄이고 대신 비농업계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2030년 목표의 63.9%, 2050년 목표의 52.1%나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만큼 가축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
<향후 과제>
❍ 첫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금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발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거 정책적 경험의
교훈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이 향후 필수적으로 고려
❍ 둘째,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명확화
- 매우 높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사업목표량에 비하여 각 부문별
기준연도의 사업량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이므로 향후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셋째,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
- 농식품 분야의 각 사업별·분야별로 산재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 마련도 고려
❍ 넷째, 축산 부문의 경우 농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에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자부담률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각각 20%, 가축
분뇨처리지원사업은 세부사업별로 0〜30%

- 또한, 저메탄사료 개발·보급을 위해 현행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저메탄사료 개발·보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육류 대체식품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도 축산업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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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2년 10대 이슈와 농업
※ 유럽의회조사처의 “Ten issues to watch in 2022”(2022.1.10.)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0대 이슈와 농업
❍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를 발표함.
-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 기후변화
대응, 공급 사슬의 안정화 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
으며, 이를 고려하여 2022년 10대 이슈를 선정함.
- (10대 이슈) ① 탄소배출량 0 달성과 경제 성장 유지, ② 유럽 반도체의 공급
안정화, ③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한 목표인가?, ④ 핵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요구, ⑤ 경제 회복의 구체화, ⑥ 진퇴양난에 빠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⑦ 사물인터넷: 유럽연합 내 네트워크 장치 활용, ⑧ 대혼란(uncharted waters):
‘유럽연합 미래에 대한 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⑨ LGBTIQ 평등, ⑩ 유럽
연합 방위의 전진이 선정됨.
❍ 2022년에도 유럽연합 내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별 정책이 수립될 예정임.
- 농업과 관련된 10대 이슈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한 목표인가?’가 선정됨.
- 2022년은 공동농업정책의 60주년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해로 인식되고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예산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됨.
- 2021년 말에 확정된 post-2021 공동농업정책에서는 회원국들이 국가별 농업 정책을
2022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동농업정책의 펀드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될 것임.
❍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농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그만큼 큰 환경비용이 발생함.
- 농가 정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농업 생산성 향상, 소비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 마련, 농가 소득지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로 인해 환경적 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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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s), 토양유실과 가속화되는
사막화, 제초제·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 등이 대표적인 환경비용임.
-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보호는 주류화가 됨. 하지만 △생물
다양성 감소 경향을 막지 못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630만 농민이 혜택을 받음.
- 소득 지원 중 많은 금액이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되었는데 이는 소득 지원이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1,050만 유럽 농가의 많은 수는 소규모 농가이며, 이들은 규모, 농업 방식 등이
매우 다르고,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농가들의 수는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 2022년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변화인 ‘green architecture’는 현재 환경친화적인
의무와 정책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통한
인센티브를 농가에 제공함.
- (eco-schemes) 농가가 환경친화적 행위와 기후변화 대응을 자발적으로 실천했을
때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직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임.
- 환경친화적인 농업 정책은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물다양성
전략’ 등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전략과 목표를 반영하여 실천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회원국들이 이러한 실천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2020년
말 국가별로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연합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중 SDG2: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에 유럽연합이 기여하고자 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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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지원 서비스 의향 조사 결과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３年度 食料・農林水産業・農山漁村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
農業支援サービス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結果”(2021.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 지원 서비스 의향 조사 결과
❍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3일, 농업 지원 서비스※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농업인등에게대가를받고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드론살포등의작업수탁과데이터분석,
농업기계공유, 농업현장인재공급등을말함. 농산물유통･판매와관련된서비스(대리판매
및공동출하등)는 포함하지않음.

- 농림수산성은 기업 및 JA의 농업 대행, 스마트 농업 활용 지원사업과 같은 농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핵심 농업 경영인의 이용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였음.
❍ [농업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외부 조직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있음’ 52.9%, ‘이용하고 있지 않음’이 46.7%로 조사됨.
❍ [이용 중인 유상 서비스] 유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농 지도(모내기 및 시비 관리 등 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농약 살포 및 추비 등 관리 업무 대행’ 39.6%,
‘수확 작업 및 선별 등 영농 행위 대리’ 3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농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향 있음’ 26.7%,
‘이용할 의향 없음’ 72.1%로 나타남.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음’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을
모름’ 25.5%, ‘원하는 서비스가 없음’ 13.8% 순으로 조사됨.
❍ [서비스 이용 검토]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검토해본 적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용을 검토한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 ‘이용을 검토한 적 없음’이 89.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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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서비스 이용을 검토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용료가
비쌈’ 22.7%, ‘어떻게 서비스를 찾아내야 하는지 몰랐음’ 12.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농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향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포함) 조사한 결과, ‘영농 지도(모내기 및 시비 관리 등 지도)’
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성수기 등에 임시적인 인력 서비스’
32.2%, ‘농약 살포 및 추비 등 관리 업무 대행’ 31.4% 순으로 대답함.
❍ [정보(데이터) 수집] 영농 관련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활용하고 있음’ 72.3%, ‘활용하고 있지 않음’
21.9%로 나타남.
❍ [영농 관리 방법] 평소에 영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트에
기록(영농 일지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엑셀,
워드 등을 이용한 자체 양식’ 14.1%, ‘농협 등이 일괄 관리’ 9.1% 순으로 응답함.
❍ [향후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의향] 개별 양식에 엑셀 및 워드나 노트(영농일지
등)에 영농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활용할 의향 있음’ 35.3%, ‘활용할 의향 없음’ 62.3%로 조사됨.
❍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영농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음(현재 방법으로 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
하기 어려울 것 같음’ 22.6%, ‘본인의 영농 관리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모름’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finding/mind/attach/pdf/index-70.pdf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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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농업전망 2022」 개최 및 주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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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전망 2022」 개최 및 주요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1월 19~20일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올해로 25회를 맞는 ‘농업전망 2022 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2021년에는 농축산물 등 식탁물가가 크게 뛰면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로 상승한 반면, 2022년에는
각종 품목의 물가가 조정되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과 함께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025년에 5천만 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추정
- 2021년 농업생산액은 2020년보다 7.8% 증가한 54조 420억 원, 농가소득은 2020년
보다 4.3% 증가한 4천 697만 원으로 파악, 이는 공익직불과 수급조절 등 정책
효과와 농축산물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 또한 코로나
지원금 등 이전소득 증가도 농가소득 증대에 영향
- 2022년 농업생산액은 2021년보다 3.2% 줄어든 52조 2천 930억 원, 농가소득도
2021년보다 0.6% 감소한 4천 671만 원일 것으로 관측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통계청,「농가경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2년 농가인구는 223만 7천 명으로 작년보다 1.7% 감소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는
귀농·귀촌 증가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2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0.9%, 0.3% 감소한 154만 ha, 157만 ha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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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2」 주요 전망 내용
□ 2021년 농업생산액 가격 상승으로 7.8%, 농가소득 4.3% 증가 추정
• 2021년 농업생산액(추정) 전년 대비 7.8% 증가한 54조 420억 원
- 농업 전반의 생산액 증가로 GDP 성장에 기여
- 채소·과실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 한육우·돼지·계란 가격상승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15.3% 증가
• 2021년 농가소득(추정)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697만 원
- 공익직불 및 수급 조절 정책 등 정책효과와 농축산물 전반적인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소득 개선
□ 2022년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3.2% 감소한 52조 2,930억 원 전망
• 2022년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3.2% 감소한 52조 2,930억 원 전망 → 2020년 대비해서는 4.3%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7% 증가 전망
- 2022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30조 3,760억 원 전망
▸ 식량작물은 쌀 생산액의 변동이 크지 않아 전년과 비슷한 생산액 유지
▸ 과실은 사과, 포도 등 주요 품목의 생산성 회복과 가격 하락으로 3.7% 감소
▸ 채소는 전년도 생산액 증가의 기저효과로 2.1% 감소

- 2022년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21조 9,170억 원 전망
▸ 한우 및 돼지는 도축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액 감소
▸ 닭 및 계란은 생산량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 감소

□ 2022년 농가소득 축산물 가격 조정으로 다소 감소 전망
•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4,671만 원 전망
- 2022년 농업소득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총수입 감소 및 농업경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6.9% 감소
- 2022년 농외소득은 농업임금 상승 및 자본수입 확대로 3.4% 증가
- 2022년 이전소득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
- 2022년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여 4.2% 증가
□ 2022년 농업교역조건 전년 대비 악화 전망
• 가축구입비를 제외, 전반적인 농업구입가격 전년 대비 1.5% 상승
- 국제곡물 가격상승으로 사료비 1.7% 인상,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비료비, 농약비, 영농자재비 각각
7.4%, 1.4%, 2.9% 상승
•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 전년 대비 5.2% 하락
- 곡물 5.9%, 청과물 0.8%, 축산물 13.0% 하락
□ 2022년 농가인구 전년 대비 감소하나,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전망
• 농가인구 전년 대비 1.7% 감소한 223.7만 명, 농가호수 1.9% 감소한 99.3만 호 전망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전년 대비 0.8%p 증가한 43.9%로 고령화 심화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증가세 지속
-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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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2」 주요 전망 내용
□ 2022년에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 이어질 전망
•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년 대비 각각 0.9%, 0.3% 감소해 154만 ha, 157만 ha 전망
• 경지이용률은 0.6%p 상승한 105.4% 전망
□ 2022년 가축 사육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우제류·가금류 사육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94백만 마리 전망
□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수입과일 소비 증가, 곡물·채소 감소 전망
•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와 수입과일 소비는 연평균 각각 1.3%, 0.7% 증가하는 반면,
곡물과 채소는 각각 0.6%, 0.3% 감소 전망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도] “2021년 농업
생산액·농가소득 큰폭 증가, 올해는 조정 국면”(2022.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List.do?bbsNo=25&key=103)
자료: “지난해 농업생산·농가소득 증가…올해 조정 전망”(서울신문, 2022.1.19.),
“작년 농가소득 4.3% 증가…축산물가 하락에 올해는 감소 전망”(아시아경제,
2022.1.19.), “작년 농가소득 4.3% 증가…올해는 축산물가 하락에 감소 전망”
(연합뉴스, 2022.1.19.), “돼지고기·계란값 얼마나 올랐길래…농가소득 '역대급'
증가 [강진규의 농식품+]”(한국경제, 2022.1.19.), “[2022 농업전망] 농가 채산성
‘뚝뚝’…살림살이 ‘팍팍’”(농민신문, 2022.1.21.), “2021년 농업생산액·
농가소득 큰폭 증가, 올해는 조정 국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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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즉석조리식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1.18.)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즉석
조리식품※) 발간, 2022.1.18.]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

※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 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까지 포함하고 있음.

조사 결과
❍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 국내 시장 규모] 2조 118억 원, 전년 대비 18.7%
증가, 2016년 대비 145.3% 증가하여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
- (주요 요인)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즉석조리식품의 소비 경향 및 시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즉석밥(82.8%), 카레/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 찌개류(75.6%)를 구입,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또한 63.6%의 높은 구입 경험률을 보여

※ 조사개요: 최근 3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구입 경험이 있는 20〜69세 소비자 500명 대상
(2021.1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구입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간편조리
세트(밀키트)(66.0%) ＞ 국/탕/찌개류(54.2%) ＞ 즉석밥(42.5%) 순
- (주요 요인) 최근 집밥 수요 증가, 맞벌이·1인 가구 증가,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
하려는 경향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시장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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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선호하는 즉석조리식품으로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제품(24.8%) ＞
좋은 맛, 높은 품질의 제품(22.8%) ＞ 전국 맛집/유명 음식점 포장 제품(20.2%) 순
- (주요 요인) 소비자들은 즉석조리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
❍ 2020년 즉석조리식품 수출액은 3,4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1% 증가, 2016년 대비
323.1% 증가하였고, 수출물량도 1만 3,563톤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 2016년 대비
390.7% 증가
- 특히, 즉석조리식품의 대표 식품인 즉석밥(2020년 수출액 전년 대비 53.3%↑)과
떡볶이(56.7%↑)의 수출 성장이 두드러져※

※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1.5.27., 코로나19에도 한국식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
- 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국 음식문화의 노출이 증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며 직접 먹어보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 특히 떡볶이는 세계적 인기의 케이팝 그룹을 통해 소개되며 수출 증가 추세
❙즉석조리식품 출하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6년～2020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 38 -

⎗ 통계·조사
❙즉석조리식품 유형별 점유율❙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6년〜2020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 기타 품목류에는 순대, 탕, 국, 수프, 간편조리세트로 구분되는 유형을 제외한 즉석밥, 컵
밥, 죽, 소스류 등이 포함
❙즉석조리식품 연도별 수출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6년〜2020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즉석조리식품 구입 경험(Base: 전체, n=5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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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유형별 주 구입(Base: 전체, n=500, 단위: %)❙

❙코로나19 이전 대비 구입 증가한 즉석조리식품(Base: 전체, n=500, 단위: %)❙

❙선호하는 즉석조리식품(Base: 전체, n=500, 단위: %)❙

❙세계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단위: 백만 달러)❙

※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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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