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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시정연설
자료 : 청와대(2022.5.16.)

❍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 2022.5.16.]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한 협력을 당부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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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
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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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
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 5천
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 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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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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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12곳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2022.5.15.)

❍ [행정안전부, 2022년 청년마을 사업 본격 추진, 2022.5.12.]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최종 사업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등 12곳※※을 선정

※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

･

12곳: 강원 속초시 태백시 영월군, 충남 아산시 태안군,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경북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경남 하동군 함양군

- (주요 내용)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
- (향후 계획)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을 비롯해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15개
청년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2022년 7월 중에 개최할 예정,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
❙2022년 청년마을 사업 주요 내용❙
선정지역
속초시(동명동)
㈜트리밸
강원

태백시(장성동)
㈜널티
영월군(상동읍)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아산시(도고면)
온어스

충남
태안군(이원면)
㈜오락발전소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라이프 밸리】
• 지역 청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을 위한 혁신 콘텐츠를 실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테스트베드 제공
【서로의 비빌언덕이 되는 청년동사무소, 남쪽모서리 마을】
• 지역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전문가를 매칭해 태백을
소개하고 일 경험을 통해 정착 지원
【자급자족하는 삶, 마을, 사회를 실현하는 밭멍】
•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퍼머컬처’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경험/
확산, 재분배, 정착/확장 3단계로 청년마을 조성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을, DOGO 온천】
• 현지 청년에게는 로컬브랜드 창출을 돕고, 외지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新한류발전소, 오락발전소】
• 청년예술인이 모여 지역의 문화를 업사이클링 하고 지역 문화예술축제 관광
플랫폼이 되어 청년 정착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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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역

사업 주요 내용

【청년과 마을의 관계가 깊게 익어가는, 술 익는 마을】
• 군산만의 수제 청주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양조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청년마을
【떠돌아다니던 이야기가 마침내 정착하는 곳, 상상도원】
강진군(강진읍)
전남
•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강진과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아트 워크숍을
아트 랩소디
제공해 강진에서의 삶을 모색
【리얼버라이어티 빌리지, 가자미마을】
경주시(감포읍)
• 감포의 대표자원인 가자미를 매개로 식당, 영화 제작, 마을 여행 등 리얼
㈜마카모디
버라이어티 예능 컨셉 정착 프로그램 제공
【나의 의미를 이뤄가는 곳, 로컬러닝랩: 나만의-성】
의성군(의성읍)
경북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 의성 내 소셜임팩트를 만들고 의성을 담은 상품 개발과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자신만의 삶 구축
【힐링과 치유의 긍정에너지 소백산 생텀마을】
예천군(효자면)
• 효자면의 자연, 생텀마을의 힐링 노하우, 그리고 청년들의 기발한 힐링
용두리 호두
콘텐츠를 결합하여 청년의 힐링 직업 창출
【오히려 하동이라서 좋아】
하동군(하동읍)
• 다양한 직업의 청년들이 하동에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라이프
㈜다른파도
스타일 빌딩 카드 개발 및 제공
경남
【시골할매와 도시손녀의 맛있는 이야기, 고마워! 할매】
함양군(함양읍)
• 지역의 할머니와 청년을 연결하고 청년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지역
㈜숲속언니들
에서의 삶을 모색하도록 지원
전북

군산시(신흥동)
㈜지방

◈ 농업·농촌 동향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7.)

❍ [농식품부,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2022.5.17.]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2년 5월 18일 시행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
※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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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서류 확대)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농지 사후관리 강화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 구체화)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
◈ 이외에,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진행
◈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농업법인 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8.)

❍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 2022.5.18.]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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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 부과) 종전
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
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
※ (첨부 서류) 정관, 조합원·사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조합원 등의 농업인 확인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신고확인증 등

◈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
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
※ (정의)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
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인도산 밀 수출 금지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5.)

❍ [농식품부, 인도산 밀 수출 금지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2022.5.15.] 2022년 5월
13일, 인도는 밀 국제가격 상승, 올해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밀 수출※ 중단을 발표,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출처: 미국 농무부, 2022/2023년 전망), 정부는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 국내 영향 최소화 방안 추진

※

통상 인도는 밀 생산량 대부분을 자국 내 소비하였으나, 2021/2022년부터 자국 내 작황
양호, 국제 밀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주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

세계 밀 주요 생산국: EU 136.5백만 톤, 중국 135.0백만 톤, 인도 108.5백만 톤
세계 밀 주요 수출국: EU 36백만 톤, 러시아 39백만 톤, 호주 24백만 톤(인도 8.5백만 톤,
세계 8위)

- (주요 내용) △국내 영향 최소화…그간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 △국내 소비자,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 부담 완화…이번 정부 추경안에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식품외식 종합자금 확대 등 관련 예산을 편성※※

※ ･

사료 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를 2.5〜3.0%에서 2.0〜
2.5%로 0.5%p 인하(3월), 겉보리는 4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소맥피는 3만 톤에서 6만 톤
으로 할당물량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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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밀가루 가격안정 546억 원(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 중 70% 정부 지원, 20% 업계 부담,
10% 소비자 부담), ② 축산농가 1.1조 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금리 1.8%) 한시 지원
(이차보전액 63억 원), ③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618억 원에서 520억 원
추가 반영(식품제조 370, 외식 150), 금리도 2.0〜2.5%에서 1.5〜2.0%로 0.5%p 추가 인하

- (수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연간 334만 톤의 밀을 수입
(2020년 기준)하고 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수입 중이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입찰 가격에 따라
매년 수입국, 수입 물량이 유동적)
- (보유 현황)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2022년 8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2022.10월 말), 사료용 밀의 경우 2022년 10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2023.1월 말)
까지 사용 물량을 보유 중
- (향후 전망)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되나,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국제곡물 시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

반려동물 사료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ㆍ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 사료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운영, 2022.5.18.]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2022년 10월까지 운영

※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10명): 반려인 5, 사료 전문가 2, 농관원 정책담당 2, 서비스 디자이너 1

- (주요 내용)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국민의 관심사항을 파악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성분, 영양·기능성분을 점검하여
정보제공

- 9 -

⎗ 정책동향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6.)

❍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2022.5.16.]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
- (주요 내용) △상황관리…농업재해대책상황실(6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공조체계…중앙대책본부, 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피해대응…관계·유관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지원, △농가
홍보…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2017∼2021년 여름철 농업분야 주요 피해>
◈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 농작물: (2017) 4,674ha → (2018) 55,187 → (2019) 80,206 → (2020) 158,105 → (2021)
45,137
※ 농림시설: (2017) 7ha → (2018) 84 → (2019) 258 → (2020) 426 → (2021) 16.1

◈ (폭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가축: (2017) 726만 마리 → (2018) 908 → (2019) 219 → (2020) 56 → (2021) 83
※ 농작물: (2016) 16,667ha → (2018) 22,509 → (2021) 1,546

◈ 축산 동향

해외여행객 증가 대비 가축전염병 관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18.)

❍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증가 대비 가축전염병 관리, 2022.5.18.]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 수가 입국 규제 완화로 인하여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
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강화※

※

(주요 내용)

▴

위험노선 집중검색,

▴

국경검역 주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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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큰 호응 외
자료 : 전남도청(2022.5.15./5.19.)·경북도청(2022.5.16.)·
경기도청(2022.5.17.)·충남도청(2022.5.17.)

❍ [전남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큰 호응, 2022.5.15.]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도내 21개
시군 27개 마을을 선정하고, 제1기 참가자 145명을 모집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3개 유형

※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기간 거주공간과 농촌 영농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 지역에 특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통해 신청, 만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에겐 개인당 월 30만 원의 참가 연수비와 함께 1개월에서

※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생활에 연착륙하도록 지원

･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확인 결과, 2022년 전국 시 도에서 115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이중 전남이 가장 많은 27개, 경북 20개, 충북 경남 각 16개, 전북 14개 등

❍ [전남도, 산골마을 의료복지 서비스 ‘전남행복버스※’ 확대, 2022.5.19.] 전라남도는
오지, 도서, 산간벽지 등 지리적 취약지역에 의료·복지·문화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확대 운영, 지금까지 코로나로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2년에는 산간지역 등 100개 마을 방문을 목표로 보건·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

※

･

･
돼 애 쉽
▴네 트 ▴손발

행복버스: 교통과 의료환경이 열악해 기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원스톱

▴ ･
▴
▴
애 휠어 트
야
▴･
척▴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의료 복지시설 장비를 갖춰
혈압 당뇨검사,

인지(치매)검사,

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장

인

외 공간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안경 세

,

또
▴틀 ･

체성분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민원과

체

리프

가 설치

이 미용 서비스,

장

인도

일아

,

게 서비스 이용,
마사지,

한

니

체험(만들기)활동 등 서비스 제공

❍ [경북도, 치유농업센터 현판식 개최, 2022.5.16.]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5월
16일, 이 분야 전국 최초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현판식을 개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는 교육장, 치유농업연구실, 치유카페, 치유체험시설 등이 있으며, 2022년
9월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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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치유농장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농장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보건소, 복지시설 등 사회
서비스 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 치유프로그램도 개발
및 보급할 계획
❍ [경기도,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설문조사※ 결과, 22%가 귀농, 귀농자 68%는
귀농생활 만족, 2022.5.17.]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규
농업인 교육수료자 가운데 22%가 실제 귀농, 이들(귀농자)의 68%가 생활에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신규농업인 교육’ 단기과정과
2023년 ‘기초영농기술교육’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

※

(조사 기간

육

및

･

족
실

174명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여부와 그 만
보수교

까

대상)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6일

도, 정착(예정)지,

등에 대한 1대 1 전화 설문조사를

애

육
후필

지 / 2021년 신규농업인 교
로사항과 귀농

수료생
요한

시

◈ (‘귀농·귀촌 여부’) 응답자 174명 중 38명(22%)이 귀농·귀촌을 했으며, 이 중 28명(74%)이
경기도에 정착, 나머지 10명은 연고지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정착
◈ (귀농·귀촌 만족도’) 38명 가운데 26명(68%)이 만족하고, 이어 보통 11명(29%), 불만족 1명(3%)
◈ (‘향후 귀농·귀촌 예정 여부’) 100명(57%)이 그렇다고 응답, 2023년이 29명(29%)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 23명(23%), 2024년 20명(20%), 2027년 16명(16%), 2022년 9명(9%), 2026년 3명(3%) 순
◈ (‘귀농·귀촌 시 가장 어려웠던 점’) ‘경제적인 이유’가 18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기술·
경험의 부족’ 13명(34%), ‘귀농·귀촌 지원정책 정보 부족’ 3명(8%), 기타(농지 매입, 농촌 생활 적응
등) 4명(11%) 순
◈ (‘귀농 후 필요한 보수교육’) 영농현황에 대해 응답한 32명에게는 ‘귀농 후 필요한 보수교육’에
대해 추가로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17명(53%)이 ‘품목별 전문교육’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농업기계 교육’ 7명(22%), ‘농업경영, 회계 등 마케팅 분야’ 5명(16%), 기타 교육(현장
컨설팅, 스마트 팜) 3명(9%) 순

❍ [충남도, ‘3농정책※ 농업기술 분과위원회’ 개최, 2022.5.17.]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5월 17일, 2025년 농업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대학교, 농업인단체,
연구원으로 구성된 ‘3농정책 농업기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개 핵심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

어

직접
넌
혁 써더
어
좋
어
점
※※ 핵심 ▴
석컨 팅 ▴
▴ 골드씨드 젝트 ▴ 씨감
･급
유
술 발 ▴ 술현 실
애
극 벼
득향 ▴
벼 직파재배 술 급
3농정책: 농

업인이

소비의 전 과정을
만들

사업)

충남형

농업환경
등

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

(8대

조생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
행복한 농

업인, 지속가능한 농업인, 살기

프로

지관리 기

은 농

추진 중인 사업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
추진,

개

설

충남

,

신기

를 활용한 농가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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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외
[기획] 인구 동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입법정책보고서, 제106호, 2022.5.1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2019년 UN 경제사회 인구분과는 2019년에서 2050년 사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할 10개국 중 9개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고,
그중 한국이 23.0%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
❍ 같은 기간 한국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2020년 194개국 중 각각 51위, 18위
에서 2050년 194개국 중 모두 1위가 될 전망
❍ 2006년 이후 제1차~제3차 기본계획에 의한 저출산 대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노령화를 막지 못했다는 현실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
<저출산 실태 및 시사점>
❍ 정부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21년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과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저출산 대응은 3대
추진 전략, 12대 추진 목표, 235개 부처별 세부 과제로 구성
❍ 하지만 이 같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는 고착화, 이는
그간의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
- 따라서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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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제4차 「기본계획」과 중앙부처 시행계획이 매우 방대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
- 첫째,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저출산 관련 지표들을 비교하고 한국인의 결혼·
출산 선택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둘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조사하여 저출산 대응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
- 셋째, 상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의 측면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
이는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기존 「기본계획」 평가, 저출산 요인
진단, 추진 방향, 추진 목표, 부처별 실천 세부 과제 등을 구성의 측면과 실천
내용의 측면에서 개진
- 넷째,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세부 과제의 개선안을 예시
❍ OECD 주요국의 결혼·출산 관련 지표들의 추이와 한국인의 결혼·출산 선택 양상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의
새로운 분기 유형 중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의 미흡한 가족지원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라는 두 가지 요인을 공유
- 한국의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는 1) 비혼·만혼 추세를 상쇄할 수 있는 비혼
출산 증가 현상의 부재, 2)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조되는 저조한
청년 대졸자 고용률, 3) 지난 15년간의 저출산 대응 확대와 체감 가능한 가족지원
간의 괴리, 4)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결혼·출산 선택의 계층화 등으로 요약
-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를 촉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방향은 주요국 중 최저인 가족
지원의 정상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지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수립 배경은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미흡과 이에 따른 부작용 전망의
대두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

- 14 -

⎗ 아젠다 발굴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충분한 가족지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여왔던 것으로 평가
❍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
-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
고용격차-취업경쟁-교육경쟁에 따른 교육비 격차, 결혼·출산 선택을 저해하는
주택가격 급등, 고용률·임금·일자리질에서의 성차별적 구조 및 가사노동·돌봄
에서의 성별 격차,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과 초등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시간 돌봄의 어려움 등
- (문화가치관 요인)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 및 가족 구성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 청년층의 노동 중심 생애 중시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
- (인구학적 요인)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15~49세 여성 인구 감소 및 남아
선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비혼·만혼 현상, 기혼여성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등
❍ 이상의 논의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 관점의 전환,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
- 첫째, 기본 관점의 전환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실천,
전자는 국가발전전략을 ‘노동력·생산력’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지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화
하는 등 핵심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생애주기의 유연한 이행을 지원
- 둘째,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
-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뉴노멀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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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 구성 측면
- 제4차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상이한 정책 대상과 정책 목표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세부 과제들을 원칙 없이 모두 망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별도로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필요성 그 자체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의 일차적 추진 과제로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즉 가족지원 투자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2.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 중 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육아휴직, 일·생활 균형, 돌봄 일자리 질 제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 초등돌봄 확충 및 통합적 운영, 아동가구 소득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강화 등에 할당되어 있는 18조
2,975억 7천만 원으로 2021년 GDP 2,057조 4,478억 원의 1%에 미치지 못해
- 한국사회 저출산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을 적시하고 추진 과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용 격차, 주택가격 급등, 양육비 부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상황
❍ 가족지원 측면
- 고용보험 하의 육아휴직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률 제고는 ‘일자리 없는 성장의
시대’에 직업적 지위가 없는 부모를 둔 영아에게는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배제하는 한계
- 일·생활 균형 개선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는 오랫
동안 일·생활 균형을 저해해 왔던 장시간 근로시간 실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
- 아동가구 소득보장 정책은 제4차 「기본계획」의 구성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영아기 집중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
- 돌봄 일자리 질 제고 정책들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질 제고와 관련된
기반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과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사회서비스 일반의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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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기관의 국공립화를 통한 운영 주체의 공공성 강화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지만 전체 어린이집 시설의 ¾, 보육교직원과 이용
아동의 ⅔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격차와 같은
오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누락
- 초등돌봄 확충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맥락에서 제시
되었던 부처별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핵심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 확충은 지역사회에서의 중복투자와 돌봄의 계층화를 야기할 가능성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이 기본 정책의 내실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잭
목표, 정책 대상, 정책 수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정책 목표 측면)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초저출산 장기
지속 심화에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
- (정책 대상 측면) 결혼·출산이 ‘선택’이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
- (정책 수단 측면) OECD 주요국의 경험적 논의, 국민의 정책 수요, 그리고 4차
「기본계획」이 적시하고 있는 저출산 요인 등에서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대책으로 인식해 왔던 가족지원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세부 과제를 결혼·출산 선택의
양극화가 양육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 가구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
하는 방식으로 설계
❍ 이러한 수정 방향에 따라 가족지원 확대와 사회구조적 대응 관련 세부 과제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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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지원 확대>
• 생애초기 부모 돌봄을 모든 영아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재원을 가진
부모보험을 도입
• 가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
• 돌봄의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 장시간 근로의 현실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가족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안
<2. 사회구조적 대응>
• 고용 형태, 학력, 성별 등의 상호 관련된 요인들에서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모두의
빈익빈 부익부를 지양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 결여를 임금 등 처우의 향상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모색
• 주택이 소비재와 투자자산을 넘어 핵심적인 생활 필수재에 해당하는 만큼 체감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
• 가족지원을 무색하게 하는 막대한 양육비 부담, 불공정한 경쟁교육, 아동의 기본권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사교육의 시간·비용 한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제안

이슈 브리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농식품부)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2.5.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괄>
❍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
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하여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의 안정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 농식품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12조 5,839억 2,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고, 총지출은 16조
6,634억 7,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32억 1,800만 원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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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 농식품부 소관 세출·지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 감액 편성된 사업은 58개 사업
❙농식품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증액사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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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감액사업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사업별 분석>
❍ [농업재해보험 사업※ 미지급금 감액에 신중한 검토 필요] 미지급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국가보험사업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구조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안의 미지급금 감액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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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농업

해보험 사업:

「어재 ｣
득및
농

업

보험제도로 보상하여 농가소

해보험법

」 따

제19조

에

재 발
것 목

라 자연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해로

을

생하는 농업피해를

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35〜60%를 지원하는 사업

❙농업재해보험 사업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 필요]
농산물 집중 소비로 인한 가격 상승, 유통업체의 가격부담 소비자 전가, 대형마트
모객효과로 인한 전통시장 고객감소 등 소비쿠폰 발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효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

※

촉

및

쿠폰 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
소비를

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식품 소비정책

을

행하여 전국적인 농산물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

-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추경으로 확보되는 사업비 집행 시 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통한 관련 산업 활력 제고라는 동 사업의 효과가 농축산물 전체 품목에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사업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적정예산 반영 필요] 동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확정, 자금배정과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2021년 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농식품부는 변경계획으로 증액되는
계획액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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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융

식품외식종합자금(
시설

융

및

입및
육

자)사업: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의 가공원료 매

대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 농공상

합형 중소기업

외식업체

가공

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의 목적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국산농산물 매입부담
경감인 만큼, 자금지원의 용도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한정할 필요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22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자금은 공판장 운영현황과 연계하여 필요예산액을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

※

발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등을

저

리로 지원함에

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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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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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식품 정책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Russia’s war on Ukraine: EU food policy implications”
(2022.4.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식품 정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과 EU 간 농산물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EU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며, 전 세계적으로 밀과 보리의
약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 침공 이후 밀 선물시장 가격은 70% 상승하였으며, EU 식품 가격은 지난
2월보다 5.6% 상승함.
-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은 공급 차질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쟁
국가 내 생산자들의 생산계획 역시 불확실한 상황임.
- 그러나 국가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달라 식품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
❍ 유럽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유럽식음료협회(FoodDrinkEurope)는 해바라기유, 옥수수
등 일부 식품 원료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경고하였음.
-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월간 약 20만 톤의 해바라기유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이오디젤용으로 사용 예정인 해바라기유 물량이 식품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해바라기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채와 야자 및 콩기름과 같은 대체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음.
- EU는 동물 사료의 주요 성분인 옥수수의 52%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며,
옥수수의 공급 중단은 동물 사육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전쟁이 심각한 글로벌 식량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전쟁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식량 공급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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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곡물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공급량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쟁
전

향

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

PRS

에 대한 E

문서 참조

-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주요 농산물(곡물, 옥수수,
해바라기유, 가금류, 계란)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였음.
- 유럽 각국은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자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임시적인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러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였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식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3월 23일, EU 식량안보를 보호하고 식품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신문을 채택하였음.
- 현재 EU의 식량 가용성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지만 저렴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하를 허용할 예정임.
- 생물다양성을 위해 휴경 상태로 남겨둔 지역을 식량과 사료 생산을 위한 일시적인
지역으로 허용할 계획임.
- 식량 위기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식량안보 위기 대비 및 대응 메커니즘(European
food security 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mechanism, EFSCM) 내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음.
- 또한, 유럽 의회는 2022년 3월 24일, 긴급 EU 행동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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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국산 밀 공급체제 정비 긴급사업 외
※ 일본농업신문 “小麦増産 ‘安定供給へ 技術や機械導入で助成 水田裏作’ 団地
化要件に 農水省”(2022.5.16.), “[高騰ショック] 肥低減支援の要件緩和 土壌
診断だけでも対象”(2022.5.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산 밀 공급체제 정비 긴급사업
❍ 일본 농림수산성은 논에 가을에 씨를 뿌려 수확하는 가을밀 증산을 추진하고자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입 밀가루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물가 폭등 긴급대책 중 2022년도 예비비로 25억 엔을 계상한 ‘국산 밀 공급체제
정비 긴급대책 사업’으로 지원함. 5호 이상의 농가 조직이나 JA 단위 등으로
지원하며 밀뿐만이 아닌 보리도 대상임.
❍ 단지화 논의 시 필요한 회의장 대여비, 자료 작성비, 농지 간이 개수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며, 보조 상한은 단지화하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됨. 구체적으로
도부현은 50ha 미만(홋카이도는 300ha 미만)이 50만 엔, 50~150ha 미만(약
300~900ha 미만)이 100만 엔, 150ha 이상(약 900ha 이상)이 150만 엔임.
❍ 기술 도입은 15항목※을 대상으로 함. 각 항목에서 10a당 조성 단가를 설정하였으며,
총 1만 5천 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습

습
술 효율 파 술 ④ 술 ⑤ 토
⑥
⑦
응
입 ⑧밭
윤
립 ⑨토
및유 재
토
⑩ 학 저감 ⑪ 약 약 저감 ⑫ 드론
･ 력 절감 ⑬
블 테션
응⑭ 갈
입
립⑮
술
①

술

해 대책 기

진단,

, ② 고도

작체계 확

화

비료

,

록 로

이

에 관한 대

,

, ③

밀 등의 품종에 맞는 최적의 추비,

위한 새로운

확

해 대책 기

,

화

수요에 대

양 개량제

농

,

적

,

그루

기 자

종 기

,

선진기

양

한 신품종 도

,

등을 활용한

지 조성 추진,

을 활용한 생산 고도화 노동

이 보리 도

,

지화를

,

에 관한 품종 전환 등에 의한 작부체계

지역 특별 승인 기

- 예를 들어 신품종 도입은 7,500엔, 습해 대책 2,000엔, 토양진단 5,000엔을 선택하여
총 1만 5천엔 이하로 조성함.
❍ 범용 콤바인이나 파종기 등 밀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5,000만 엔 미만의
기계·시설 구매, 리스 도입 경비는 반액 이내로 조성함.
❍ 농림수산성은 모집을 시작했으며, 희망자는 지역 농업재생협의회에 신청 가능,
단지화의 대응 면적 등이 큰 그룹을 우선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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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공급체제 정비 긴급대책 사업 주요 내용>

◈ (대응 단위) 5호 이상 농가 조직, JA, 집락영농조직, 생산법인 등
◈ (요건) 논 그루갈이로 밀을 생산, 단지화
◈ 지원 내용
• 단지화 논의 및 농지 간이 수리 등 경비에 대해 단지화 면적에 따라 조성
- 50ha 미만(홋카이도 300ha 미만): 50만 엔
- 50~150ha 미만(홋카이도 300~900ha 미만): 100만 엔
- 150ha 이상(홋카이도 900ha 이상): 150만 엔
• 지원 대상 기술을 도입한 경우, 합계 10a당 1만 5천 엔 이내로 조성(15개 항목 중 선택)
- 주요 대상 기술(10a당): 신품종 도입 7,500엔, 습해 대책 2,000엔, 토양진단 5,000엔, 화학 비료·농약
감소 1,000엔,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5,000엔
• 5,000만 엔 미만 기계·시설 도입비를 반액 이내로 조성
• 기술 및 기계·시설 도입으로 전년도 대비 면적을 확대한 면적에 대해 10a당 1만 엔 조성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75565

비료비용 저감 체계 긴급전환 사업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가의 시비 비용 저감을 지원하는 ‘비료비용 저감 체계 긴급
전환사업’ 요건을 완화함.
❍ 기존에는 ① 토양진단, ② 퇴비 활용 등 비용 저감으로 연결되는 기술 도입 두 가지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수행하여도 지원이 가능함.
❍ 동 사업에는 2021년도 보정 예산으로 45억 엔을 계상하였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의한 물가 급등 긴급대책으로 요건을 완화함.
❍ 이미 2차 모집까지 마쳤으며, 2022년 5월 19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 JA나 생산
부회 단위 등 복수 농가 단위로 추진함.
❍ 토양진단 시행 비용이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시비 설계서 작성, 전문가의 시비
지도비는 전액 지원하며, 토양진단을 통해 과잉 시비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하고자 함.
❍ 비용 저감 기술의 도입 비용은 퇴비 성분 분석 및 운반 비용, 드론 추비 위탁비,
원격 센싱을 통한 생육진단 비용, 가변시비기 대여·연료비 등을 대상으로 반액을
보조함.

- 26 -

⎗ 아젠다 발굴

❍ 신청 시 차기작 이후의 시비 비용이나 시비량 저감 전망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현(광역자치단체) 단계에서 행정 및 JA 관계자 등이 조직한 협의회에 제출,
3차 신청액이 예산액을 밑돌 경우 2022년 5월 하순쯤 4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임.
❙비료비용 저감 긴급 체계 긴급전환 사업 주요 내용❙
<조성 내용>
① 토양진단
② 비용저감기술 도입 비용
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시비 설계서 퇴비 성분 분석 및 운반비, 드론 등에 의한 추비
작성비 등
위탁비 등

è 전액 조성

è 반액 조성

<요건 완화 시 2022년 5월 19일까지 3차 모집 실시>

(기존)
원칙 ①과 ② 쌍방 대응이 필요

è

①, ② 중 하나만 대응하여도 조성 대상

è

시비 비용 및 시비량 저감 전망(예상)을 담은 계획서
작성, 각 현의 협의회에 제출

<신청 과정>

JA 및 생산부회단위 등 복수 농가에서 신청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75106

언론 동향

새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주요 동향(농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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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주요 동향(농업 부문)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속 처리를 요청하며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지원’을 앞세워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명목으로 26조 3,0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59조 4,000억 원 사상 최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농식품부 소관 올해 예산을 2,132억 원 순감하는 등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
- 농촌진흥청(422억 원)과 산림청(168억 원) 등 외청 예산까지 합하면 감액 규모가
2,722억 원에 달하는 데 농업지원은 사실상 600억 원대에 그쳐 논란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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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강조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고작 10%(약 600억 원)에 불과한데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예산 4,250억 원을
삭감해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역대 최저치였던 2.8%에서 2.5%까지 줄어들어
- 농업예산 증액사업 가운데 농가 대상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인상분 보조(600
억 원), △사료구매 융자금 이차보전(65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546억 원), △농축산물 소비쿠폰(390억 원), △외식업체 국산원료 매입
융자(520억 원 ) 사업의 경우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며,
- 농식품부 소관 본예산은 △농업재해보험(1,000억 원), △재해대책비(90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530억 원), △농촌용수 개발(250억 원) 등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이나 감액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2022년 5월 16일, 국회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초 ‘국비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의 비율로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 지원하기로 해놓고 추경안
에선 ‘국비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을 임의 조정했다고 강조

※

앙

한국농업경영인중

앙

-H

앙

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

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

연합회, 한국4

-H

연합회, 한국4

앙

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

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0만 회원

-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농가 지원이 1,800억 원 줄고 민간 영역인 농협이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에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가격 지원, △농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을 촉구
❍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도 2022년 5월 16일, 성명을 통해 “몇 안 되는
농정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비료가격 인상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
❍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폭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더니, 오히려 농업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고, 농업
분야는 매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홀대를 받아 왔는데,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 “매번 추경 편성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치솟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240만 농민을 위해 농업 홀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안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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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도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농업 분야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순간에
말을 바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지원을 10%로 줄이고 농협에 60% 분담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분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
❍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
무안·신안)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인건비·유류비·비료값 급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농민이 피해자”라고 정부를 비판
❍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 제주 서귀포)는
“사료 가격이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는데 추경안엔 사료 구매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만 포함돼 매우 미흡하다”며 “사료 가격 할인을 위한 예산
등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분담해 농가
부담을 낮추자는 게 인상분 지원 취지”라며 “그런 취지에 부합하려면 국비·지방비
분담률을 최소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22년 5월 11일 취임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현안 해결과 농업·농촌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
-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검토로 240만 농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추가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따지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응해 주길 당부
- 또한, 한농연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업 정상화,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대, △청년농민 3만 명 육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농촌 의료·
돌봄 인프라 확충,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자료: “윤 정부 첫 추경...농어민 지원은 ‘속 빈 강정’”(한국농어민신문, 2022.5.13.),
“한농연,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통에 기반한 농정현안 해결 당부”(농민신문,
2022.5.14.), “새 정부도 농업지원 확대 ‘말로만’” / “윤 대통령, “농어민
생산자금 지원 강화””(농민신문, 2022.5.16.), “한종협 “역대 최악의 농업
홀대 추경” 규탄”(한국농어민신문, 2022.5.17.), “농업예산 ‘싹둑’…정부
추경안 비판 확산”(농민신문,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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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
자료 : 기획재정부(2022.4.12.)·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22.4.15.)

개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21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2022.4.12.)

주요 내용
❍ [ODA 규모] 2021년 DAC 회원국이 지원한 ODA는 1,789억 달러로 GDI 대비 0.33% 수준
- (ODA 증가) 동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ODA 규모 증가※는
백신기증 등 코로나19 관련 활동이 주로 기여

※

전년 대비

실질

성장률: 4.4%

- (코로나19 관련 활동) 187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 방역(예방, 치료)
및 백신기증은 110억 달러
- (공여국내 난민비용) 93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실질 기준 전년과 유사
- (다자/양자) 다자기구 앞 공여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반면, 양자 ODA는 3.3%
감소
- (對정부 차관※) 對정부 차관은 전년 대비 4.6% 실질 감소하였으며, 양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

양자

ODA

중 대정부 차관 비중이

높

랑

은 국가: 프

스(23%), 일본(55%), 한국(36%)

- (민간지원수단) 전년 대비 4% 실질 감소(현금흐름 방식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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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원조(증여등가방식)
❍ [지원 규모] 미국(423억 달러)은 최대 ODA 공여국이며, 다음으로 독일(322억 달러),
일본(176억 달러), 영국(158억 달러), 영국(158억 달러), 프랑스(154억 달러) 순※

※우

리나라는

ODA

지원규모가 28.6억

달

번째

러로 회원국 중 15

- (증가율) 전년 대비 ODA 증가율 상위국가는 이태리(34.5%), 한국(20.7%), 슬로베
니아(19.0%), 아일랜드(14.8%), 미국(14.4%)이며, 23개국은 전년 대비 ODA 규모 증가,
6개국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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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GNI 비율] UN의 ODA/GNI 목표(0.7%) 달성국가는 5개국: 덴마크(0.70%), 독일
(0.74%), 룩셈부르크(0.99%), 노르웨이(0.93%), 스웨덴(0.92%)※

※우

리나라는

ODA GNI 율
/

비

↑

이 0.16%(전년 대비 0.02%p

❍ [그룹별] G7은 총 ODA의 76%, DAC-EU 회원국※은 45% 차지

※

전년 대비 4.3% 증가,

GNI

대비 0.49% 지원

❍ [ODA 추이] ODA는 개도국의 가장 안정적인 외부 재원으로서, 중요한 경기 대응
적인 재원 흐름 제공, 2000년 이후 ODA는 두 배 이상 실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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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ODA 현황
❍ [우리나라 2021년 ODA 규모] 총 28.6억 달러이며, 양자원조 21.5억 달러(75.1%),
다자원조 7.1억 달러(24.9%)를 지원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3.7억 달러(전년 대비 18.2% 증가)이며,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7.8억 달러(전년 대비 30.7% 증가)
- (지역별 비중) 아시아(47.3%) ＞ 아프리카(24.3%) ＞ 중남미(9.6%) 순
❙2021년도 양자 간 ODA 지역별 현황(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금액

1,014.40

522.14

205.30

16.42

8.77

378.13

2,145.17

47.3

24.3

9.6

0.8

0.4

17.6

100.0

비중(%)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그외

합계

- (소득그룹별※) 하위중소득국 대상 전체 양자 원조 중 55.9%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국 대상으로는 12.7%를 지원

※

득 $

GNI 준 저 득 $
$
득 $

세계은행 2020년 1인당
중소

국:

기

4,096〜 12,695, 고소

(

소

국:

득 $

국: 〜 1,045, 하위중소

국:

$

1,046〜 4,095, 상위

12,696〜)

❙2021년도 양자 간 ODA 소득그룹별 현황(단위: 백만 달러)❙
소득그룹

금액

저소득국

273.20

12.7

하위중소득국

1,198.95

55.9

상위중소득국

208.06

9.7

0.39

0.02

464.59

21.7

2,145.17

100.0

고소득국
미배분
합계

비중(%)

- (분야별) 보건(450백만 달러), 교육(224백만 달러) 등 사회 인프라와 교통 및 물류
(244백만 달러), 에너지(81백만 달러)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
간 원조의 68.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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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양자 간 ODA 분야별 현황(단위: 백만 달러)❙
사업 분야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보건
교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수자원 및 위생
기타 사회인프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및 물류
에너지
통신
금융 및 재무서비스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생산(산업) 부문
농업·임업·어업
공업·광업·건설
무역 및 관광
인도적 지원
기타
합계

2021년
1,115.6
450.2
224.5
219.9
185.3
20.1
15.6
349.2
243.7
80.8
15.5
5.1
4.0
188.8
149.0
32.3
7.5
109.7
381.9
2,145.2

비중(%)
52.0
21.0
10.5
10.2
8.6
0.9
0.7
16.3
11.4
3.8
0.7
0.2
0.2
8.8
6.9
1.5
0.3
5.1
17.8
100.0

❍ [다자원조 지원규모] 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4% 증가
-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은 각각 3.0억 달러(전년 대비 59.4%↑)와
1.9억 달러(78.5%↑), UN에 대한 출연은 총 1.6억 달러(4.7%↑) 기록
❙2021년 다자간 ODA 현황(단위: 백만 달러)❙
구분
UN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다자기구
합계

출연
148.19
25.54
24.62
54.99
253.34

2020년
출자
164.99
80.25
245.24

합계(B)
148.19
190.54
104.87
54.99
4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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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155.20
86.91
81.36
63.70
387.17

2021년
출자
216.86
105.83
322.69

합계(B)
155.20
303.77
187.19
63.70
709.86

증감률
(%)
4.7
59.4
78.5
15.8
42.4

⎗ 통계·조사

❙2021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 실적(잠정)(단위: 백만 달러, %)❙
2021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호주
덴마크
대한민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DAC 합계

2021년
ODA
42,311
32,232
17,619
15,814
15,448
6,271
6,017
5,927
5,288
4,673
3,927
3,542
3,444
2,874
2,855
2,571
1,460
1,436
1,169
952
681
539
455
450
362
264
151
115
72
178,916

2020년
ODA/GNI
0.18
0.74
0.34
0.50
0.52
0.32
0.28
0.92
0.52
0.93
0.51
0.25
0.22
0.70
0.16
0.46
0.31
0.47
0.31
0.15
0.28
0.99
0.29
0.18
0.13
0.12
0.13
0.19
0.28
0.33

ODA
35,576
28,680
16,260
18,568
14,125
5,052
4,248
6,349
5,359
4,196
3,563
2,987
2,869
2,652
2,250
2,344
1,273
1,278
988
829
530
452
418
413
299
325
141
91
58
162,173

ODA/GNI
0.17
0.73
0.31
0.70
0.53
0.31
0.22
1.14
0.59
1.11
0.49
0.23
0.21
0.72
0.14
0.48
0.30
0.47
0.31
0.14
0.26
1.03
0.27
0.18
0.13
0.17
0.14
0.17
0.2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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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