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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새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 수립
•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및 밥상물가 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 인력수급 상황 집중 점검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 이슈 브리프 2 ❙ 산림현황보고서(SOFO) 2022 주요 내용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양소 함량 기준: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계획의 구체화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1)
• 언론 동향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농업계가 바라는 사항

▮통계·조사
• 2021년 주요 7개 임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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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22.5.30.)

개요
❍ [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5.30.]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 원 증액(지출 증액 2.6 + 감액사업 재조정 0.2),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조 원 → 39.0으로 확대, △국채상환 규모는 9.0조 원 → 7.5으로 조정

주요 특징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 원이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조 원 → 39.0(+2.6조 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 규모는 59.4조 원 → 62.0조 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 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만 원 → 300)하기 위해 +1.3조 원 증액
❍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
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 원 증액
❍ 한편,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 원 증액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 원 재조정
❍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조 원 → 7.5, △1.5조 원), 공공기관 출자수입
(0.8조 원), 기금 여유자금(0.5조 원)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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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규모

◈ (정부안) 59.4조 원 → (국회 확정) 62.0조 원 (+2.6조 원)
※ 정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국회 단계 복원(0.2조 원)은 추경 규모 미포함

Ⅰ. 일반지출

(정부안)
36.4조 원

(국회 확정)
39.0조 원

(증감)
+2.6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4조 원

28.7조 원

+1.3

24.5
1.7
0.1
1.1

24.6
1.8
0.2
2.1

+0.14
+0.1
+0.1
+1.0

6.1조 원

7.1조 원

+1.1

3.5
2.6

4.1
3.0

+0.6
+0.5

2.0조 원

2.2조 원

+0.2

1.7
0.3
0.1

1.7
0.5
0.1

+0.1
+0.01

1.0조 원

1.0조 원

-

23.0조 원

23.0조 원

-

▪ 온전한 손실보상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
 방역 보강
주요
내용

▪ 방역소요 보강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민생·물가안정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등 물가안정 지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예비비 보강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국회 확정된 최종 총량 변화(단위: 조 원, %, %p)❙
2021년
구분
◇ 총수입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국가채무
(GDP 대비, %)

2022년
2회 추경(B)

본예산

추경

482.6
514.6
(0.2)
(6.8)
558.0
604.9
(8.9)
(18.1)
△75.4 △90.3
(△3.7) (△4.4)
△112.5 △126.6
(△5.6) (△6.2)
956.0
965.3
(47.3)
(47.3)

본예산 1회 추경(A)
553.6
(14.7)
607.7
(8.9)
△54.1
(△2.5)
△94.1
(△4.4)
1,064.4
(50.0)

553.6
(14.7)
624.3
(11.9)
△70.8
(△3.3)
△110.8
(△5.2)
1,075.7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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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

608.3
609.1
(26.0)
(26.2)
676.7
679.5
(21.3)
(21.8)
△68.5 △70.4
(△3.2) (△3.3)
△108.8 △110.8
(△5.1) (△5.1)
1,067.3 1,068.8
(49.6)
(49.7)

증감
1회
대비
+55.5

정부안
대비
+0.8

+55.2

+2.8

0.3 △1.9
(-) (△0.1)
0.0 △1.9
(0.1)
(-)
△7.0
1.5
(△0.4) (0.1)

⎗ 정책동향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2.6조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 원
【 소상공인 지원 +0.3조 원 】
❍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2022.1/4
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1,000억 원)
❍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6,000개 사, +420억 원)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금융지원]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 원 확대※(재정보강 +1,800억 원)

※ (신규대출) 3.0조 원 → 4.3 (재정 +0.1조 원) / (대환대출) 7.7조 원 → 8.7 (재정 +0.1조 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0.5조 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 [매출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 원(15.0 → 17.5조 원) 추가 발행(+0.1조 원)
【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1.0조 원 】
❍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인상(+8,300억 원)
❍ [택시ㆍ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1,613억 원)
 방역 보강: +1.1조 원
❍ [격리 치료비]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5.23일 → 6.20일)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 반영(+506억 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적정 수준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보강(+4,3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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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인력 인건비]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
반영(+701억 원)
❍ [진단검사비 등]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5,227억 원)
 민생·물가안정 지원 : +0.2조 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1조 원 】
❍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 → 30%로 확대※(+1,201억 원)

※ 분담비율: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 → (확정)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

❍ [축산물]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지원 폭 확대(+46억 원)

※ 적용금리: (추경안) 1.8% → (국회 확정) 1.0%

❍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 한시 지원(5개월, +239억 원)
【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105억 원 】
❍ [산림헬기]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산림청) 조기 도입(1대, +55억 원)
❍ [소화장치] 강원·경북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627개소, +20억 원)
❍ [산불진화차량]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소방청) 확충(+8대, +30억 원)
2.

감액사업 재조정: +0.2조 원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 원 재조정
3.

재원조달방안

❍ 국채상환 규모 축소(9.0조 원 → 7.5, △1.5조 원),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0.8조 원), 기금 여유자금(0.5조 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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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
❙주요 사업 집행계획❙
사업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특고 등 지원

집행계획
▪ 사업 공고(2022.5.30일) →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5.30일) → 확인
지급 신청(6.13일)·지급 개시(7월 중)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 초) → 시스템 개편(6월 초) →
202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6월 중)
▪ (특고) 사업공고(6월 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 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 중)
▪ (택시·버스기사) 사업 공고(6월 초) → 신청·지급개시(6월 중)
▪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6월 중) → 신청·지급개시(7월 중)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 초) → 지급대상 확정(6월 중) → 지급 개시(7월 중)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 원)❙
2022년
본예산

2022년 1회
추경

2022년 2회
추경안(A)

2022년 2회
추경(B)

증감
(B-A)

607.7

624.3

676.7

679.5

2.8

1. 보건·복지·고용

217.7

221.0

227.1

229.1

2.0

2. 교육

84.2

84.2

95.0

95.0

-

3. 문화·체육·관광

9.1

9.2

9.0

9.1

0.1

4. 환경

11.9

11.9

11.5

11.5

-

5. R&D

29.8

29.8

29.5

29.5

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43.8

69.0

69.4

0.3

7. SOC

28.0

28.1

27.5

27.6

0.1

8. 농림·수산·식품

23.7

23.7

23.5

23.7

0.3

9. 국방

54.6

54.6

53.1

53.1

-

10. 외교·통일

6.0

6.0

5.8

5.8

0.0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22.2

22.2

0.0

12. 일반·지방행정

98.1

98.1

110.8

110.8

△0.0

구분
◇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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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새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자료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2022.5.30.)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2022.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2년 5월 30일, 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
-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균형위는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최종 확정
◈ (평가대상) 20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된 총 545개 사업(9.7조 원)으로 평가 결과 총 106개
사업(부처 21개, 시·도 27개, 시·군·구 58개)이 ‘우수’※로 평가
※ 지역활력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 문화도시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

◈ (2021년 사업추진성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지역주민 삶의 질 및 생활환경
여건 개선 등 부문별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었고, 총 1,208개(부처 257개, 지자체 951개)의 사회적
가치창출 대표사례※가 도출
※ 사회 인프라·서비스 향상, 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분야 등

-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추진계획으로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수립

※ 지역혁신성장계획: 개별부처별로 추진하던 R&D, 산업･기업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을
지역의 혁신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 주도로 연계･조정･실행하기 위한 계획
◈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2023년은 전년 대비 약 839억 원이 증가한 1조 5,953억 원(국비 약 9,212
억 원, 지방비 6,742억 원)을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며, 균형위는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사업컨설팅·전문가 검토를 거쳐 19개※를 선정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
※ (신규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 의료소재 부품산업 고도화 등 19개 사업, 520.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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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 수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30.)

개요
❍ [농식품부,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 수립, 2022.5.30.] 농식품부는
주요 노지채소인 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대한 공급안정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

※ 2022년 5월 26일,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등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

주요 내용
❍ [배추] 여름철 태풍·장마·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른 수급 불안 시기인 8~9월 공급
안정을 위해 봄배추 6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상장, 수급 불안 시 출하조절
시설·채소가격안정제 등 농협 계약물량을 추가 활용
- 육묘기 또는 정식기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하여 예비묘 130만 주를 사전 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지원
❍ [무] 여름철 수급 불안 대비 봄무 2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상장,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공급안정 추진
❍ [마늘]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철과 출하량이 감소하는 2023년 1~4월에 대비하기 위해
6천 톤 비축을 추진하고, 수급 불안 시 피마늘이나 깐마늘 형태로 시장에 공급
❍ [양파]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는 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의 수급 불안에 대비
하기 위해 2만 톤을 비축하고 수급 불안 시 도매시장 상장이나 공매·직배 등 방식
으로 시장에 공급, 비축기간 동안 정부 비축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현재 출하되는 조생양파 출하를 6월로 연기 추진
❍ [건고추] 7~8월 장마 기간 병해충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 시 정부가 보유한 비축
물량(1,400톤 수준)을 시장에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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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품목별 재배면적·생산량·가격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안내하여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
- 아울러, 수급 불안 시 일정 물량의 출하가 가능하도록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
하는 한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과잉물량 조절이나 농가의 가격하락분
보전을 지원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20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16% →
2022년 20% 목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및 밥상물가 안정 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31.)

❍ [농식품부, 제1차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2.5.31.] 농식품는 2022년 5월
31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농식품 분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 (주요 내용)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2022.5.29. 확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2022.5.30.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하여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 그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하여 국민
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
<민생안정대책 및 추경 중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항(10과제)>
①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 또는 물량 확대
※ ➊ 대두유·➋ 해바라기씨유(5% → 0), ➌ 돼지고기(22.5~25% → 0), ➍ 밀(1.8% → 0), ➎ 밀가루(3% → 0),
➏ 계란가공품(0% 연장), ➐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②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④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확대※
(추경 390억 원)
※ 최근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

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추경 5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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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대책 및 추경 중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항(10과제)>
⑥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료구매자금 1.5조 원을 저리(1%)로 융자 지원(추경에 이차보전예산 109억 원 반영)
⑦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을 통한 비료 가격 안정(추경
1,801억 원)
⑧ 식품 가공업체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금리 인하(2.0~2.5% → 1.5~2.0%) 및 융자 확대(추경 370억 원)
⑨ 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2.0~2.5% → 1.5~2.0%) 및 융자 확대(추경 150억 원)
⑩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완화
※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 (현행) 40~65% → (변경) 50~75%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

❍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 현장·소통 위한 간담회 개최, 2022.6.2.]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022년 6월 2일, 주요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주요 언급 내용>
◈ (정책 방향)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기존 농업구조에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 (식량주권) 밀·콩 자급률을 제고하고, 쌀가루 산업 육성, 우량농지 보전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구축
- (경영안정)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직불제 확충 등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강화 등 농업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농가소득 안정화 추진
- (미래성장) 농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업 준비과정부터 성장단계까지 전 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에서 기회를 얻어
농식품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도록 지원
- (농촌)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활기차고 살고 싶은 삶터·
쉼터로써의 농촌을 조성

◈ (당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
- 단체에서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농업 분야의 마음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과
협력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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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상황 집중 점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30.)

❍ [농식품부, 마늘·양파 수확시기 인력수급 상황 집중 점검, 2022.5.30.]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만큼, 2022년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지자체·관계부처 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4월부터 현재까지 인력수급 추진현황,
농작업 임금 변동추이 등을 점검, △연중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마늘·양파
주산지 인력공급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과와 함께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 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자 참여 연령 완화(현: 30～55세 → 개선: 19～55세)
②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조기 개최(상반기: 2월 → 전년 12월, 하반기: 7월 → 6월)
③ 계절근로자 허용분야 확대(현행: 농작물재배업 → 개선: 곶감 가공 제조업체 추가)
<인력수급 상황>
◈ 농식품부는 농번기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임금 변동추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54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주 1~2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5월 첫 주까지 제주·무안 지역의 조생양파 수확과 전국적으로 고추 정식 및 과수 수분·
적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과수농가는 순차적으로 적과·봉지씌우기 작업을 진행 중
◈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양호했으나, 제주·고흥지역 마늘 수확 시,
산지 가격상승에 따른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수확 인력확보를 위한 농가 간 경합이 다소 있었고,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수확기와 비슷하거나 평균 5천 원~1만 원 상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국내 인력 공급은 농촌인력중개와 일손돕기가 전년 동기 대비 49% 확대※되는 등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
외국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2022.5.25일 현재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 2022년 말까지 예상되는 도입 규모는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한 2019년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인력중개(2022.5.25. 기준): 461천 명(전년 동기 대비 45%↑), 일손돕기: 163천 명(23%↑)
※※ 고용허가: (2018) 5,820명 → (2019) 5,887 → (2020) 1,388 → (2021) 1,841 → (2022.5.25.)
2,312 / 계절근로: (2018) 2,249명 → (2019) 2,984 → (2020) 0 → (2021) 538 →
(2022.5.25.) 2,784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월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2022년 총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일부 국가의 인력송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포함하면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3,539명)로 운영
※ (사유) 베트남, 네팔의 자국민 해외 송출 규정 개정 지연에 따른 인력송출 제한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실적: (2021.5.18.) 125명→ (2022.5.25.) 755(504%↑)

- 10 -

⎗ 정책동향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ㆍ접수
자료 : 산림청(2022.5.31.)

❍ [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2022.5.31.] 산림청은 2022년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임업직불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
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 2022년
처음 시행
※※ 당초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 말까지 1개월 연장

- (주요 내용) △지급 조건…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 가능, △주의 사항…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
◈ 축산 동향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31.)

❍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 2022.5.31.]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기존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
- (주요 내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
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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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또한 지원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
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사료구매자금(15,000억 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 5천만 원 지원(2021년 평균 규모) 가정 시, 1.5조 원 규모는 약 3만 농가 대상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5.31.)

❍ [농식품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022.5.31.]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외에 칼슘･
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기대 효과) 개선 시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되며, 액비 살포 비수기(여름철)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가축분뇨 처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
◈ (실례) 실제로 경축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강원도 횡성 및 철원군에서는 시설재배지(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등)에 부유물을 제거한 액비를 제공하였고, 화학비료의 70∼100% 대체 효과와 약
850천 원/10a의 농가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물질 오염 우려가 없어 경종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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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2.5.31.)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2022.5.31.] 2022년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F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
◈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주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
◈ (농식품부)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 △최근 1개월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4호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고장, 방역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등

◈ (행정안전부) 경기·강원·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전담관제 운영실태, 취약
지역 관리실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스템을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3일간) 점검
◈ (환경부) 홍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 광역울타리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2022년 5월 27일부터 실시 중
◈ (농식품부·환경부) 2022년 5월 31일, 충북 영동군에서 지자체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에서의 집중포획 방안을 마련,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외
자료 : 전북도청(2022.5.30./5.31.)·충남도청(2022.5.31.)·경북도청(2022.5.31.)
제주특별자치도(2022.6.1.)·전남도청(2022.6.2.)

❍ [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022.5.30.] 전라북도는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사양 및 사육환경을 개선･관리
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질적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축산정책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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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현재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전국 대비 17.6%,
926호 전국 3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2년 지정 확대를 통해 총 누적 1,080호
달성 계획으로 2025년까지 1,500호 지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을 통한 연 2회 사후관리 점검 실시, 신규 신청 농장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지원

※ (지정현황) (2017〜2019) 467호 → (2020) 733 → (2021) 926 → (2025) 1,500 / (축종별) 한육우
394, 젖소 59, 돼지 126, 닭 326, 오리 21호
❍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2022.5.31.] 전라북도는 2022년 5월
31일,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 추진에 다른 간담회를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기부제 정립 방안을 모색
- (주요 내용) △전북사랑도민제도 연계를 통한 제도 발전 방안, 출향도민 등 잠재적
기부자 발굴 방안 등 논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답례품의 다양화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의 1회성 공급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자와 관계인구 형성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 관광상품 답례품 개발 필요성도 제시
❍ [경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22.5.30.]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학생들의 건강 증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무상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건강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학교에 현물로 공급

- (주요 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유통 전 단계 안전성 관리 의무화※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국내산 제철 과일 무상 제공※※※※

※ 질 높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공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단계별로 철저하게 실시
※※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2022년에도 11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모든 시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
※※※※ 2022년 3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특수･대안학교 974개교 258천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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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가뭄피해 예방에 39억 원 투입 등 총력 대응, 2022.5.31.]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총 39억 5,000만 원(국비 3억 원, 도비 11억 원,
시군비 25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

※ 가뭄으로 인해 도내 밭은 15개 시군 모두 관심단계(토양유효수분 60% 이하)로, 논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5.31일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의단계(45% 이하)로 격상
※ 밭작물 피해: △보령(청소): 마늘, 양파, △서산(고북, 지곡, 부석, 대산): 마늘, 감자, △부여
(석성, 외산, 부여, 구룡): 참깨, 고추, 콩, △청양(남양은 맥문동):, 고추, △홍성(서부): 두류,
고추, 사과 등에서 생육 부진과 생산량 저하가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 기반 디지털농업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구현, 2022.6.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기후와 인구구조의 변화 심화 등 농업여건 급변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육성 계획’을 추진
- (주요 내용)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육성계획’은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3대 전략과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➊

※ 작물 생육환경 데이터 기반 최적 생육모델 개발 확산 전략과제: 제주 토양조건에 적합한
양･수분 센서 선발을 위한 9개 토양통에 대한 수분보유 특성곡선을 작성하고 신품종 과수
생육 및 환경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며 노지 월동채소의 생육 및 환경데이터 수집 매뉴얼
등을 작성할 예정
※ ➋ 병해충 영상정보 활용 자동 진단 처방 기술개발 전략과제: 제주지역 주요 작물의 병해충
조사 작목 선정과 영상데이터 기반 병해충 진단･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진단용
장비 7종을 확보할 예정
※ ➌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농가현장 지원 전략과제: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 12개소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연계 구축사업 5 농가와 저비용 스마트팜
시스템을 3개소 보급, 디지털농업 전문 농업인 육성, 감귤 유전자원 데이터 구축을 위한
내병성 조사 및 신규자원을 등록할 예정
❍ [전남도,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신청, 2022.6.2.] 전라남도는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판매행위 근절,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배추·고추·젓갈 등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확대, 농어가 소득증대, 김치종주국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을 확대하여 2022년 4월 말 현재 5천 131개소에서
1천 20개소 늘어난 6천 151개소까지 끌어올릴 방침, 2022년 6월 31일까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전개

※ (지정 대상)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유치원,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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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외
이슈 브리프 1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 농업 및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2022.5.3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OECD 농업위원회는 2022년 4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제178차 정례회의(상반기)를
하이브리드(현장+화상)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OECD 회원국 대표단, 사무국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70여 명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2023-24 사업예산 계획안(PWB), △G20, G7, APEC의 활동,
△러-우 사태의 영향 토론,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
❍ [2023-24 PWB]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M&E), 농업전망 등 핵심 사업 10건※과
정책 영향 시뮬레이션, 식품시스템 회복력, 기후변화 적응 등 선택사업 6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

※ 핵심사업(10): M&E, PSR(생산성, 지속가능성, 회복력), 혁신, 농업전망, 시장 및 정책 현안,
식품시스템의 데이터와 정보, 투명･예측가능한 시장, 지속가능성과 국제무역, 기후변화 완화,
농업환경 성과 개선
※※ 선택사업(6): 정책영향 시물레이션, 농촌개발, 식품시스템의 회복력, 비료, 기후변화 적응,
농업정책의 환경영향

- 계획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1월 농업위원회에서 2022 농업장관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PWB를 수정하고, 향후 2년간 각 프로젝트의 착수단계(scoping
stage)에서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
- 또한, 예산 감축에 대비하여 VC(자발적 기여) 프로젝트의 비중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VC사업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
❍ [G20, G7의 활동 보고] G20, G7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정책 관련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 (G20 농업작업반) 식량생산, 무역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촉진, △식품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촉진, △디지털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기업가 정신 함양
등 3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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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농업회의) 최근 기후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식량안보,
식량 공급망의 위기를 강조하며, 전쟁에 대응한 식량원조, 농업분야 재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 공급망 내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안건을 논의
- 회원국들은 OECD 농업위원회와 각 국제기구 간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 농업위의 정책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토론] OECD 사무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허브’, ‘트랙터 이니셔티브’등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
- OECD는 우크라이나에 종자, 연료, 트랙터를 제공하는 ‘트랙터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침략과 영향, 정책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허브’
설립을 계획 중
- 회원국들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수출 금지 지양, 수출과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등을 강조
❍ [2022 농업장관회의 준비 추진상황] 그간 비공식자문그룹회의(IAG)를 통해 논의된
장관회의 준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회의 의제, △성과물(outcome), △추가
초청국(기관) 등 결정
- (의제) △메인: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 공유된 도전,
혁신적 해결책(Build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in a Changing
Environment: Shared Challenges, Transformative Solutions) △세부: ① 식량안보
및 영양 확보: 혁신 강화 생산성 향상, ② 종사자 생계 증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대응, ③ 지속가능성 강화: 생산 혁신 회복력 구축, △특별: 위기관리(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식량안보 이슈), 농업과 식품의 미래 혁신의 창출
- (성과물) 공동선언문, 공동의장국의 보고서(Co-Chair’s Summary), 배경 문서(주석
아젠다, annotative agenda), 활동 검토 보고서(Stocktaking paper), 글로벌 농업포럼
등의 장관회의 성과물을 생산·제공할 계획
- (추가 초청국) △비회원국※: 이집트, 우크라이나 추가, △옵저버※※: 아프리카 연합,
아세안(ASEAN),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세계은행그룹(WBG) 추가, △전문가 그룹:
국제 식량정책 연구원(IFPRI) 추가

※ 기 초청(11):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 기초청(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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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산림현황보고서(SOFO) 2022 주요 내용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2022 세계산림현황(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SOFO)”(산림청 보도자료, 2022.5.3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은 ‘녹색 회복 및 포괄적·탄력적·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산림 경로※※(Forest Pathways for Green Recovery and Building Inclu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Economies)’라는 주제로 2022 세계산림현황(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SOFO) 보고서※※를 발간

※ (2014) 산림의 사회경제적 혜택 강화 → (2016) 산림과 농업: 토지 이용 과제와 기회 →
(2018)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산림 경로 → (2020) 산림, 생물다양성, 인간 → (2022)
녹색 회복 및 포괄적･탄력적･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산림 경로
※※ 세계산림현황 보고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년마다 발행하는 보고서로, 시기별로 산림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 및
분석을 제공

- 보고서에 제시된 세 가지 산림 경로는 ① 산림 전용 근절 및 산림 유지, ②
황폐화된 산림복원 및 혼농임업 확대, ③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녹색 가치
사슬 구축
❍ 2022 세계산림현황 보고서에서 나무와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및 환경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 산림 경로에
대한 산림정책 개발 및 재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산림 분야 활동이 비용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글로벌 산림
목표(GFGs) 등의 전 지구적(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산림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 보고서에 제시된 한 연구(De Groot 외, 2013)에서 아홉 가지 주요 생물군계※
(biome)에 대한 복원 활동의 투자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산림 생물군계에 대한
복원 활동의 투자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주요 생물군계: 산호초(Coral reefs), 연안계(Coastal systems), 담수습지(Fresh water), 연안습지
(Coastal wetlands), 내륙습지(Inland wetlands), 열대림(Tropical forests), 온대림(Temperate
forests), 삼림지대(Woodlands), 초원(Gras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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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연구(United Nations Envionment Programme, 2021)에서는 세계가 기후, 생물
다양성, 토지 황폐화 등과 관련된 전 지구적(글로벌)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분야의 재원을 2030년까지 3배,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해야 함을 밝혀
<주요 내용>
❍ 나무,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고,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사회는 산림의 상당한 가치와 포괄적·탄력적·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더 잘 인식할 필요
❍ 산림과 나무를 포함하는 세 가지 경로는 지역사회, 토지 소유주, 산림경영자가 환경
악화, 위기로부터의 회복, 미래의 유행병 예방, 복원력 향상 및 경제 변화에 대처
하는 동시에 산림과 나무로부터 더욱 실질적인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산림 전용을 근절하고 산림을 유지하면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 이상을 보호함과
동시에 2020에서 2050년까지 연간 3.6±2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축량의 14%
-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혼농임업을 확대하면 15억 헥타르(ha)의 황폐화된
토지가 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가한 산림면적은 10억 헥타르의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연간 0.9~1.5기가 톤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용효율적으로 흡수 가능
-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녹색 가치사슬을 구축하면 전 세계 천연자원의
소비가 2017년 920억 톤(ton)에서 2060년 1,900억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미래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지하도록
도움
❍ 세 가지 경로는 상호보완적이며, 시너지가 극대화되면 세 가지 경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잠재력과 적응력, 복원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후 및 환경
편익의 형태로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
❍ 산림훼손 행위에서 산림 보전·복원·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재원 흐름을 돌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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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생물다양성, 토지 황폐화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산림 조성 및 관리에만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세 가지 산림 경로를 위한
재원이 필요
❍ 소규모 토지 소유주,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세계 산림과 농장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3억 5천만 헥타르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 경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 한 추정에 따르면, 그러한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은 연간 최대 1조 2,900억 달러의
총수입을 창출, 지역 활동가들이 녹색 회복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생산자 단체가 현재 850만 개 이상 존재
❍ 산림 기반 가치사슬에 있는 기업들은 순환경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것
- 많은 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임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공 효율을 높이고 있고, 지역 산림 재배농가 및 가공
업자는 바이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를 통해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세 가지 산림 경로에 대한 조치를 확장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데 특히 지원
정책과 기관이 없는 경우 투자 유치에 실패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에게
위험이 크며, 화재, 해충, 가뭄에 대한 취약성 증가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도
관리될 필요
❍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출발점은 다음과 같음.
- 1)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 투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정책으로의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
- 2) 여성, 청년,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 활동가들이 산림 경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장려
- 3) 경제적·환경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대화에 참여
- 4) 세 가지 산림 경로와 농업, 임업, 환경 및 기타 정책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상쇄 효과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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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양소 함량 기준: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계획의 구체화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Nutrient profiles: A ‘farm to fork’ strategy initiative
takes shape”(2022.4.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영양소 함량 기준: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계획의 구체화
❍ 전반적으로 유럽인들의 식단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권장 사항과 일치하지 않음.
- 2022년 1월 Eurostat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33%가 매일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성인의 약 6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추정됨.
-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중병에 걸릴 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설탕, 지방 및 염분의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NCDs)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건강한 식단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팜투포크’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영양소 정보 제공에 대한 EU 규정의 수정안을
계획함.
- 이 계획의 목적은 정보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식품 포장 전면 영양표시, 원산지
표시, 날짜 표시, 알코올성 음료 성분 목록 의무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지방, 설탕, 염분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최대량을 설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 또는 건강 강조표시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예정임.
- EU 전반에 걸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자체적인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영양점수(Nutri-Score)’, 이탈리아의 ‘뉴트린폼(Nutrinform)’,
덴마크, 리투아니아, 스웨덴의 ‘열쇠마크 표시제(Keyho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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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양소 함량 기준 표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존재함.
- 유럽소비자단체연합(BEUC)은 명확한 영양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양소
함량 기준 표시에 대한 채택을 요구해 왔음.
- 유럽식음료협회(FoodDrinkEurope)는 EU의 단일 시스템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지만
과학적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는 전반적인 건강 및 식단 품질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피해야 할 영양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함.
- Slow Food Belgium은 식품라벨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공포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회와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공개협의회는 2022년 3월 7일까지 12주간 실시되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한편, EU 전역에 걸친 영양성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과학적인 견해를 요청하였음.
- EFSA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유럽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으며, 유럽 성인들의 섬유질과 칼륨 섭취가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함.
- 특정 하위계층에서는 철분, 칼슘, 비타민D, 엽산 및 요오드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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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1)
※ 일본 농림수산성 “5年に一度の2020年農林業センサスの公表等を踏まえ、我が国の
農業構造の中長期的な変化を分析”(2022.5.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1)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5월 27일, ‘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를 발표함.
- 이번 백서에서는 주제로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지속’,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기초한 대응 본격 시동’,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 엔 돌파’ 등을
다룸.
- 특집에서는 2020년 농업 센서스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품목별, 지역별로 분석하였음.
<주제 1.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지속>
❍ 2021년 외식산업 전체 매출액은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직후인 10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2022년 1월에 확산 방지 등의 대응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음.
❍ 다양한 품목에서 외식 수요를 비롯한 업무용 농산물 수요 감소가 지속됨.
- (원유) 원활하게 생산되는 한편, 외식 및 특산물 등 업무용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수급 완화가 지속
- (화훼) 전반적으로 수요는 회복세에 있지만, 행사 중지 및 축소 등에 의해 업무용
중심으로 수요 감소가 지속
- (쌀) 간편식·외식용 수요 감소가 지속
- (설탕) 국내 소비량이 감소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외식 및 관광객 감소 등도 수요
감소에 영향
❍ 도항자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외국인 기능실습생 등 입국자 수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국내 기능실습생 체류 연장 등에 의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과
거의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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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근거한 대응 본격 시동>
❍ 식량·농림수산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 양립을 이노베이션으로 실현하기 위해, 2021년
5월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책정함.
- 14개 KPI(핵심성과지표)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생산 체계 개발 등과 목표
시점에 맞게 사회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전략 실현을 위해 폭넓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관민원탁회의를 설치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식량 시스템 확립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 사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미도리 식량 시스템 법안)’을 2022년 2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주제 3.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 엔 돌파>
❍ 202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20년 대비 25.6% 증가한 1조 2,382억 엔으로
처음으로 1조 엔을 돌파함.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가 EU, 대만 등에서 완화
되었으며,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철폐되었음.
❍ 2021년 12월에 개정한 수출전략에 따라 쌀이나 과일 등 품목별로 생산부터 판매
까지 관계자가 연계하여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법인을 ‘품목단체’로 인정하는
제도 창설, 수출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충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풀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2022년 3월 국회에 제출함.
<주제 4. 스마트 농업·농업 디지털 전환(DX) 추진>
❍ 농업·식품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공표한 ‘농업
DX 구상’을 토대로 농업·식품 관련 산업 ‘현장’, 농림수산성 ‘행정실무’,
현장과 농림수산성을 연결하는 ‘기반’ 정비에 관한 39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19년도부터 전국 182개 지구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증(實證)
프로젝트를 실시함.
- 노동시간 절감 효과가 확인된 한편, 실증 과제를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추진
종합패키지’에 따라 농업 지원 서비스 육성, 농지 인프라 정비, 학습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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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 서비스(eMAFF)를 통한 행정 절차
온라인화 운용을 개시함. 2022년도 말까지 3,000개가 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주제 5. 새로운 국민운동 ‘닛폰 푸드 시프트’ 개시>
❍ 2021년도부터 먹거리와 농업 연결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 ‘먹거리에서
일본을 생각하는 일본 푸드 시프트’를 개시하였음.
❍ 차세대를 담당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를 타깃으로 전국
각지 농림어업자의 대응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어촌 매력을 발산하고자 하며, 이에
응하는 기업·단체 등의 추진 파트너와 함께 관민이 하나가 되어 국민운동을 추진함.
<주제 6. 가공식품 국산 원료 사용 확대>
❍ 식품 제조사업자가 가공식품 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제도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 2022년 4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국산 원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0%가 비교적 가격이 높더라도 국산품을 구매
한다고 응답해 식품제조업자에 의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가 기대됨.
<주제 7. 반농반X 등 다양한 농업 접근>
❍ 지방공공단체나 농협 등에 의해 최근 몇 년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과
다른 일을 조합한 ‘반농반X’나 농업을 조합한 워케이션※, 인력 모집 앱을 활용한
하루 단위의 농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과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휴가지에서 하는 원격 근무

❍ 향후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농업 현장의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취농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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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 포인트>
<주제; 2021년도 특징적인 움직임 7가지>

•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지속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기초한 대응 본격 시동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 엔 돌파

• 스마트 농업·농업 디지털 전환(DX) 추진

• 새로운 국민운동 ‘니폰 푸드 시프트’ 개시

• 가공식품 국산 원료 사용 확대

• 반농반X 등 다양한 농업 접근
<(특집) 변화하는 우리나라 농업구조>

• 일본 농업구조의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2020년 농림업 센서스 등을 바탕으로 분석
<제1장 식량 안정공급 확보>

• 식량자급률, 식량 가격 상승 동향 및 식량 안전보장 확립, 식품 안전 확보, 동식물 방역 조치 등
<제2장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농업산출액 동향, 핵심 경영인 육성·확보,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농업생산자재(비료, 사료, 연료용 기름)
<제3장 농촌 진흥>

• 전원회귀(귀촌) 동향, 중산간 지역 등 특성을 살린 농업경영 추진, 야생동물 피해와 수렵육 등
<제4장 재해에서 복구·진흥 및 방재·감재, 국토 강화 등>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부흥 현황, 2021년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대응 상황 등
<2022년도 식량·농업·농촌 정책>

• 2022년도 예산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요 정리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kihyo04/220527.html

언론 동향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농업계가 바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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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농업계가 바라는 사항
❍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농업계 출신 인사들이 선전한
결과,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은 전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고, 유정복 전 농식품부
장관도 민선 6기에 이어 8기 인천시장에 당선, 또한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을 지낸 김태흠 전 의원은 충남도지사로, 20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오영훈 전 의원은 제주도지사로 각각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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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나갈 지자체 당선인들
에게 인력난,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값 불안 등 삼중고에 처한 농업계가 바라는
숙원사항에 대해 정리
농산물 제값 받는 시스템 구축·농업예산 확보 앞장서주길
쌀가격 안정 농업계 최대 현안, 현장 목소리 중앙에 전달해야
인력수급 심각…비용 부담 커져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고려
고향세 답례품 지역특산물로, 농자재·농기계 지원 확대 필요
청년 유입 위한 대책 강구해야

❍ [쌀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 최근 농업계 핵심 현안인 쌀값 안정이 지자체장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
- 곽덕일 충북 보은농협 조합장은 “2차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당선인들이 정부에 추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청하고 영농비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적정가격에 올해 쌀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
- 양용호 광주·전남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협의회장은 “산지 쌀값 안정에
신임 지자체장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특히 농민·농협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현장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양정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 영농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농촌 인력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
-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은 “농촌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운용 내실화에 힘쓰고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와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곽상연 한국새농민회 충남도회장은 “예전에는 농장과 가까운 곳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출퇴근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농장주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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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담 충남 부여농협 조합장은 “농산물 공동 선별·출하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이로 인해 농가의 수수료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그 특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를 보다 탄력적
으로 적용하고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농산물 제값 받는 시스템 구축 절실] 장순복 경기농협북부조합장협의회장(고양 지도
농협 조합장)은 “농산물값을 안정화해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으로 보상받도록
해야 하며 인력난으로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농촌인력지원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 농민 이현희씨는 “지금 농민들은 일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각종 농자재가격도 급등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농산물값은 20년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도 농산물값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간다”고 지적, “소속 정당을 초월해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을 잘 헤아려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고 강조
- 도기정 경북 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APC 등 산지의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에 힘써
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 이재석 한국새농민회 강원도회장은 “지금 농촌은 일손 부족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노력의 결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전해
❍ [지역별 농업예산 확대 시급] 심재룡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강원도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만큼 도 농업예산도 최소 10%는 돼야 마땅
한데 현재는 7% 남짓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선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농업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 확보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
- 김만진 전남 순천 낙안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자체들이 다양한 농업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혜택을 보는 농가는 많지 않다”며
“지자체 사업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아울러 농가들의
농자재 수요 변화에 맞춰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양용호 협의회장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농자재 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
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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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현재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예산을 현실화하는 일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 강구] 홍승권 경기도4-H연합회장은 “경기도에서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8개나 되며 모두 농촌지역”이라며 “농업·농촌을 지속가능
하게 하려면 젊은 세대를 유입해 이들이 농촌에 터를 잡고 농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시에서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들이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활용 방안] 이경자 농가주부모임 전북도연합회장은 “2023년
부터 시행하는 고향세를 세심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며, 특히 고향세
답례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준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농업·농촌을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해
❍ [축산에도 관심과 지원 필요] 상문 경북 의성축협 조합장은 “축산이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하며 우리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축산시설을 기피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 안타깝다”, “축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축협과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축산농가 부담과 지역 민원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 사료값이 폭등해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필요] 김덕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도지사
직속 ‘농·축산 분야별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 물류비
부담 문제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지역 농업 현안을 심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 전용철 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교수는 “최신 시설을 갖춘 미생물센터를 조성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 결혼이민여성 호티김탄씨(51)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바쁜 영농철이 끝나면 남편과
함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마련해주면 힘든 농촌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 같다”고 전해
자료: “‘국힘’ 지방선거 압승…경기, 민주 막판 역전승” / “[6·1 지방선거]
당선인에 바란다…농업계 숙원사항”(농민신문,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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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주요 7개 임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자료 : 산림청(2022.5.31.)

개요
❍ [산림청, 2021년 주요 7개 임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발표, 2022.5.30.] 산림청은
2022년 5월 31일, 2021년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감·
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 대상) 일정규모 이상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곰취를 재배하는 임가
(1,540가구) /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시기/주기) 2021년 1월〜12월/매년

업종별 생산비
❍ [2021년 수실류 생산비] 밤 4,462천 원/ha, 대추 32,848천 원/ha, 호두 12,378천 원/ha,
떫은감 23,786천 원/ha으로 모두 생산비가 전년 대비 증가, 이는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노동비 증가가 생산비 증가의 주요 원인
❙2021년 수실류 생산비 현황(단위: 천 원/ha)❙
구분
 생산비
◦ 직접생산비
- 조성비
- 비료비
- 농약비
- 기타재료비
- 수도광열비
- 감가상각비
- 소농구비
- 임차료
- 수선비
- 노동비
- 위탁영농비
- 자동차비
- 기타비용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생산량(kg/ha)

밤
4,462
4,072
274
279
47
10
71
171
5
25
12
2,993
23
116
45
390
311
79
1,346

대추
32,848
29,495
402
1,064
1,367
185
1,055
2,900
12
24
266
21,418
20
466
316
3,353
2,841
513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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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12,378
11,129
298
766
170
0
247
776
2
19
43
8,430
18
310
51
1,249
990
259
782

떫은감
23,786
21,801
251
1,181
760
1,365
336
1,127
9
47
38
16,012
146
367
162
1,986
1,486
499
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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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고버섯 생산비] 원목 시설재배 33,582천 원/만 본, 원목 노지재배 24,283
천 원 /만 본, 톱밥배지 35,879천 원/만 봉, 원목 시설재배 생산비는 전년 대비
2.4%, 원목 노지재배 생산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톱밥배지는 전년 대비
0.5% 감소
❍ [2021년 더덕 생산비] 2년 1기작 17,126천 원/ha, 3년 1기작 35,430천 원/ha으로, 전년
대비 2년 1기작 2.7%, 3년 1기작 3.6% 증가※

※ (주요 원인) 노임단가 상승(2년 1기작 11.6%(2020: 12,091원 → 2021: 13,498원), 3년 1기작
5.4%(2020: 12,829원 → 2021: 13,526원)에 따라 노동비가 증가했기 때문

❍ [2021년 곰취 생산비] 노지재배 35,511천 원/ha, 시설재배 91,710천 원/ha으로, 노지
재배와 시설재배 모두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노동비가 증가※

※ 노지재배 7.4%(2020: 12,004원 → 2021: 12,887원, 시설재배 7.9%(2020: 12,544원 → 2021:
13,538원)에 따라 노동비가 증가(노지재배 7.5%, 시설재배 20.9%)

업종별 소득 동향
❍ [2021년 수실류 소득] 밤 1,689천 원/ha, 대추 19,056천 원/ha, 호두 8,331천 원/ha,
떫은감 13,824천 원/ha이며, 수실류 소득률※은 호두가 70.6%로 가장 높으며, 대추
61.8%, 떫은감 60.2%, 밤 49.5% 순

※ 소득률: (소득/평가액) × 100

❍ [2021년 표고버섯 소득] 원목 시설재배 3,099천 원/만 본, 원목 노지재배 2,642천 원/
만 본, 톱밥배지 7,846천 원/만 봉으로, 표고버섯 소득률은 톱밥배지 24.3%, 원목 노
지재배 12.2%, 원목 시설재배 10.9% 순
❍ [2021년 더덕 소득] 2년 1기작 소득은 20,307천 원/ha, 3년 1기작 소득은 23,205천 원
/ha, 더덕 소득률은 2년 1기작 69.7%, 3년 1기작 59.7%
❍ [2021년 곰취 소득] 노지재배 소득은 21,324천 원/ha, 시설재배 소득은 66,298천 원
/ha, 곰취 소득률은 노지 60.8%, 시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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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영성과지표 동향
❍ [2021년 수실류] 노동생산성은 호두(16.87천 원/시간), 토지생산성은 대추(22,769천 원
/ha)가 가장 높아
❙수실류 경영성과지표❙
구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토지생산성
자가노동 비율

(단위)
(천 원/시간)
(천 원/천 원)
(천 원/ha)
(%)

밤
12.69
58.4
2,361
80.6

대추
15.81
97.3
22,769
84.3

호두
16,87
59.6
9,111
91.8

떫은감
16.73
61.1
17,211
80.0

❍ [2021년 표고버섯 노동생산성] 톱밥배지 재배의 경우 시간당 10.96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원목 노지재배 9.94천 원/시간, 원목 시설재배 7.74천 원/
시간 순
❙표고버섯 경영성과지표❙
구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자가노동 비율

(단위)
(천 원/시간)
(천 원/천 원)
(%)

원목_시설
7.74
25.7
92.1

원목_노지
9.94
20.6
89.4

※ 표고버섯은 만본·만봉당 생산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은 산출되지 않음.

톱밥배지
10.96
21.8
85.3

❍ [2021년 더덕 노동생산성, 곰취] 더덕의 노동생산성은 2년 1기작 39.29천 원/시간, 3년
1기작 20.23천 원/시간
❍ [2021년 곰취 노동생산성] 노지재배 13.72천 원/시간, 시설재배 16.66천 원/시간
❙더덕, 곰취 경영성과지표❙
구분

(단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토지생산성
자가노동 비율

(천 원/시간)
(천 원/천 원)
(천 원/ha)
(%)

더덕
2년 1기작
39.29
118.9
22,657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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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3년 1기작
20.23
60.3
29,522
77.8

노지
13.72
67.4
24,863
84.1

시설
16.66
306.6
70,184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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