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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6.24.)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22.6.24.]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6월 23일,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여 ❶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❷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
상정, 논의

※ 에너지위원회는에너지법제9, 10조에근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여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
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성･운영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으로, 2022년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국정과제 3】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 21】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86】 적극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 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

※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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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효율화 혁신비전 및 목표❙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大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1.

(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 본격화

❍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추진(가칭 ‘KEEP 30※’)

※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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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 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 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 유도
❍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

-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미·EU 시행 중)

※ 2019년 전기절감률 기준 미국 EERS 시행州(1.1%)는 미시행州(0.3%)의 약 4배 효과 달성
❍ 기기 3大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 (대기전력저감제) 시장변화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 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
- (고효율기자재인증)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 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
- (효율등급제) 기존 등급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을 통해기기효율 대표 관리
제도로 재정비
❙3대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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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로드맵(안)❙

2.

(가정ᆞ건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3개 시군구 → 226개 시군구)

※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 지원

❍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 검토

※ 연면적 3천 ㎡ 이상 상업･공공건물(전국 약 32만 동)

3.

(수송)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

❍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

※ 전비 추이(km/kWh, 한국에너지공단): (2016) 5.9 → (2021) 4.3(연평균 6.1%↓)
※※ 도심･고속도로･복합 효율(km/kWh)과 1회 충전 주행거리만 표시 중(2012～)

-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 증가
(설문 응답자 75%가 찬성, 한국에너지공단, 2021)

※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 추이(천 대): (2017) 25.5 → (2021) 231
❍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
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 추진

※ 현재는 연비표시나 등급제 없이 정속주행 연비만 신고 받아 관리(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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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 추진

※ (2023) 경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약 2,400km 실증 → (2024) 전국 도로 본격 구축

❚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
1.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新산업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3大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 본격 추진

※ (산업)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 효율혁신
※ (건물) 기기단위(조명 등)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 구현으로 전환
※ (수송)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

❍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 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한국형 그린버튼※※)

※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묘사･분석하는 기술
※※ 美 Green Button: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 또는 제3의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한국형 그린버튼 구조도❙

2.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효율투자 조세지원(공약)※·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에 효율 향상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시설을 지속 확대 검토
※※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 규모 산정

❍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분석 등을 거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확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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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수요 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 정비※

※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목적조항 정비, 現제도 이행력 강화, 新제도 근거 마련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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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자료 : 고용노동부(2022.6.23.)

개요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2022.6.23.]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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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
❍ 2022년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
‣한국: (2017) 1,996시간 → (2018) 1,967 → (2019) 1,957 → (2020) 1,927 → (2021) 1,928
‣OECD 평균: (2017) 1,678시간 → (2018) 1,674 → (2019) 1,666 → (2020) 1,582 → (2021) -

❍ 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예를 들어, IT･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
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 2021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
불명확 등
※※ 유연근로제활용(2020 →2021년, 5인이상): ▴선근6.8% →6.2 ▴탄근9.4% →10.7
특별연장근로인가건수: (2017) 15 →(2018) 204 →(2019) 908 →(2020) 4,204 →(2021) 6,477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 확산

※ ‘세계 행복 보고서 2022’(UN 산하 SDSN)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
「삶의 자유로운 선택」 항목에서는 113위로 최하위 수준
1.

근로시간 제도 개선

❍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고용노동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통합 홍보 등
※※ 재택근무 컨설팅 및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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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
▴(독일, 프랑스) 일정기간 내 ‘주 평균시간 준수’ 방식 활용 + 노사 자율적 시간배분 존중
▴(일본) 연장 월(45)･연(360) 단위 관리, 3개월 단위 선근 등 유연성 부여
▴(미국) 할증률만 규정, 연장근로 한도 없음.
▴(영국) 1주 48시간, 노사합의 시 예외 허용

❍ 둘째,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
❍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 1개월)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넷째,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
❍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
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2

임금체계 개편

❍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
-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

※ 호봉급임금체계운영비중(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2021):
‣연도별(100인이상): (2017) 60.3% →(2018) 59.5 →(2019) 58.7 →(2020) 54.9 →(2021) 55.5
‣규모별: (100～299인) 54.3%, (300인이상) 60.1, (1,000인이상) 70.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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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
(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 연공급이란 종업원의 근속년수･학력･연령 등의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제도
※※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 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한국: 2.87배(2021년기준) ‣일본: 2.27배(2020년기준) ‣EU 15국평균: 1.65배(2018년기준)
❍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
-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요구
❍ 다른 한편으로, 20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

※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21) 16.5 → (2025) 20.5 → (2030)
25.0 → (2040) 33.9 → (2050) 39.8

-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OECD 보고서(｢Working
Better with Ages｣,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한 연공성을
보이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주된 직장에서 이른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 소득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손실
❍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
-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

※ 800여 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

-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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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
-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간 이해
관계 대립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

※ 2021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38.2%), ▴(2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33%) 등
-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

※ (예시)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
❍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 중 구성·운영
- 2022년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
- 연구회 논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추가 개혁과제
❍ 이 밖에도,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
❍ 노사정이 함께 모여 폭넓은 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지속
❍ 논의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
❍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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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6.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2022.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이하 AIoT)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
- (주요 내용)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① 생활밀착형, ② 사회문제
해결형 등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12개
과제에 총 85.5억 원을 집중 지원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주요 내용❙
연번

분야

2

생활밀착형
AIoT 과제
(5개 과제)

4
5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센서가 수집한 수면환경에 따른 개인심박・호흡, 수면깊이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향기・
온도 등을 제어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면, 수면부족, 얕은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푸드스캐너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수 어린이의 영양섭취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스캐너가 식사 전후의 음식
② 어린이 영양섭취 상태를 비교하여,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 등을 지능화 분석
지능화 관리 시스템 •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별 권장량 대비 실제 영양 섭취율 등을 확인할 수

① 개인별 수면관리
시스템

1

3

대표과제

있으며, 편식 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동의 체중 관리 지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 무인매장 키오스크가 음성인식, 챗봇 AI를 통해 대화하듯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결제안내 등을 하는 서비스

③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무인매장 •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폭넓게 사용할 수
키오스크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1) 병원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점자 출력, 수어・음성
④ 장애인을 위한
인식 등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인공지능 기반
• (2)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고 로보틱스 악기를
키오스크 등
자동 제어하여 연주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

•
① 유해화학물질

6
산업시설 재난안전
•
사회문제
예측 시스템
해결형
AIoT 과제
•
(7개
과제) ② 승강기 스마트
7
유지관리 서비스

센서가 산업시설 유해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 실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해물질・화재 확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
유해 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엘리베이터 부품의 진동과 소음 등을 측정하여 인공지능이 부품별 고장
조짐과 잔여 수명을 예측하고, 고장 조짐이 예측되면 승강기 점검자에게
긴급출동 알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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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대표과제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이를 통해 승강기 고장률을 최소화하여 필수 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한・육우 사진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소의 육량 등급 등을 예측

8

9

10
11
12

③ 인공지능 기반 • 기존에도 소의 육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한・육우 육량 및
전문인력(판독자)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비만도 측정기가 농가
신체충실지수 예측 수요가 높으나 시장에 고가제품만 공급되면서 농가 활용이 어려움
시스템
• 이 앱을 통해 최적 도축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사육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킥보드 내에 탑재된 영상 인공지능이 보행자 추돌 가능성 등 위험 상황
④ 공유 전동킥보드 에서 자동으로 감속・정지토록 하고, 사용자의 클린주차(정해진 주차
권장지역에 안전하게 주차)를 인식하여 리워드・패널티를 제공
통합 안전관제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줄이고,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 방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⑤ 인공지능 기반 •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관용 차량 이용자의 주요 이용 시기, 이용주기와
공용・관용차량
같은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서비스
배차 예약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 (1) 간편부착형 터치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출 빈도, 통화 횟수, TV
시청시간 등 행동을 분석하여, 우울증 및 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

⑥ 독거노인
건강생활 케어 등 • (2)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 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을 영상 인공지능이 인식하여 계도・단속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

◈ 농업·농촌 동향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 접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3.)

❍ [농식품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 접수, 2022.6.23.]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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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자격요건 검증…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
- (향후 계획)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2022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2022년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국산 밀 정부수매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0.)

❍ [농식품부, 2022년 6월 22일부터 국산 밀 정부수매 실시, 2022.6.210] 농식품부는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를 2022년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톤)보다 102% 늘어난
17,000톤이며, 밀 산물수매※를 시범 추진

※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품질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
❙2022년산 밀 정부 매입가격❙
구분

매입가격
(원/40kg)

일반
친환경

유기
무농약

양호
39,000원
44,000원
41,500원

보통
35,100원
-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4.)

❍ [농식품부,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2022.6.24.]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021.6.15.)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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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주요 내용>
◈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
-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2022.6.16.)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
◈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 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
◈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 대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1.)

❍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상황실」 설치·운영, 2022.6.21.]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6월
21일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
- (주요 내용)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추진,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2022.6.30.)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매월 1회 이상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

※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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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 발굴ㆍ융복합 성과 창출 위해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촌진흥청(2022.6.24.)

❍ [농촌진흥청, 협력사업 발굴·융복합 성과 창출 위해 업무협약 체결, 2022.6.24.]
농촌진흥청은 2022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추진 목적)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 (협약 분야) △우수 혁신사례 공유,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직
공무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 교류, △연구개발 시설, 장비 공동 활용과 확대 등
- (향후 계획) 각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
이를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0.)

❍ [농식품부,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170차 이사회 참석, 2022.6.20.]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170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이사회※에 참석

※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 개최

- (주요 내용) △4월 특별이사회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과 기후변화전략 등 FAO의 새로운 중장기 대책 등에 대해 논의, △우리나라
대표단은 두 전략이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대책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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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FAO) 제170차 이사회 주요 내용>
◈ (식량위기 대응) FAO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및 회복을 위한 투자필요액 평가,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동물건강 관리, 50개 취약국가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 평가, 효율적인 비료 사용을 위한
토양지도(soil maps) 도입, 식량수입금융기구(Food Import Financing Facility, FIFF) 설립 등의
정책을 제안
- 이사국들은 이러한 FAO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교역이 감소하고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여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와 국가 간 무역
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FAO가 적극적, 선제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이사국들은 이번에 FAO에서 수립한 두 개의 전략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임에 동의, 두 전략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Plan)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
◈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FAO의 두 전략이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며, 우리나라도 과학과 혁신을 활용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농축산물 유통의 물류 자동화, 온라인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두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축산 동향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자원(들풀) 이용시연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6.23.)

❍ [농식품부,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자원(들풀) 이용시연회 개최, 2022.6.23.]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1일, 충남 부여군에서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자원 이용시연회”를 개최
- (개최 목적) △봄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산 조사료
가격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시급,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

※ IRG 등 국내산 사료작물 가격: (2020) 138 → (2021) 154 → (2022.5월) 221

- (주요 내용) 유휴지인 하천부지에서 들풀을 수거하여 사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여군 및 부여 축협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들풀 활용 사일리지 제조 시연 및
조사료 이용기술 등을 선보여
- (향후 계획) 국내산 조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하천부지 활용을 위해 「하천법」의
소관 부서인 환경부와 하천 점용 허가를 통해 들풀을 수거하고 사일리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천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조사료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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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마을 모집 외
자료 : 경기도청(2022.6.21./6.22.)·경북도청(2022.6.21.)
·전북도청(2022.6.22.)·충북도청(2022.6.23.)

❍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마을 모집, 2022.6.21.]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2년 6월 24일까지 ‘202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마을(단체)을 모집,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마을(단체)로 최소 1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참여해야 하며,
총 16곳을 선정할 예정, 선정된 곳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2022.6.22.]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22년 6월 22일, 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 (경기도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 경기도인수위에 △지역단위 고령자 케어 지원,
△어촌마을 어구 제한 완화, △체험마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
△체재형 주말농장 지원, △체험마을 발전방안 컨설팅 지원, △체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안전관리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
- (김동연 당선인) 농업정책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어촌 이장
수당 인상, △‘농어촌 재생 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일손 걱정 없는 농촌,
△그린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촌·임업 지원, △도민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대표단에
설명
❍ [경북도, 2022년 농촌협약※ 공모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2022.6.16.] 경상북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8개 시도 중 전국 최다 4개 시군
(영주, 칠곡, 예천, 울진)이 선정되면서 국비 1,900억 원을 확보

※ ‘농촌협약’: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의
※※
공동투자로 365 생활권구축 등공통의 농촌정책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내응급상황대응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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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올해도 4개 시군 선정으로 사업비 1,720억 원(국비 1,200억 원, 지방비
520억 원)과 농촌협약 선정 시·군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농식품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자동 선정돼 사업비 1,400억 원(국비 700억 원, 지방비 700
억 원) 등 총사업비 3,120억 원※(국비 1,900억 원, 지방비 1,220)을 확보

※ 시･군당 농촌협약 430억 원(국비 300, 지방비 130), 농촌공간정비사업 350억 원(국비 175,
지방비 175)
❍ [전북도, 특별사료구매자금 919억 원 지원, 2022.6.22.] 전라북도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 곡물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특별사료구매자금 919억 원을 지원, 이로써 도는 2022년 4월에 지원한
사료 구매자금 246억 원을 포함해 2022년 상반기에만 총 1,165억 원을 지원
- (주요 내용) △지원대상…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천두, 양계 90천 수, 오리 15천 수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농가,
청년창업농,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 순, △지원조건…융자 100%, 금리 1.0%, 2년
일시 상환,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젖소·돼지·닭·오리는 6억 원, 기타 축종은 9천만 원
❍ [충북도,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부터 신청·접수, 2022.6.23.] 충청북도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주요 내용) △지급대상 산지…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하여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 △지급액…(소규모임가직불금) 가구당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0.1ha 이상~2ha 이하 94만 원, 2ha 초과~6ha 이하 82만 원, 6ha 초과~30ha 이하
70만 원, (육림업직불금) 3ha 이상~10ha 이하 62만 원, 10ha 초과~20ha 이하 47만 원,
△20ha 초과~30ha 이하 32만 원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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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외
[기획]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2022.6.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
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
❍ 한편, 미국·네덜란드·일본 등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농업구조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추진
- 미국의 경우 영농규모가 커서 노지 분야의 정밀농업과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첨단유리온실을 통한 수출 중심의 농업을 시행 중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스마트팜 확산방안」
등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사업을 시행 중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목적>
❍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의 시설원예, 축사 등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 대상 품목에 따라 시설원예, 축산, 노지작물·과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마토·파프리카·딸기 등 시설원예의 경우를 ‘스마트팜’, 한우·
젖소·양돈·양계 등 축산의 경우는 ‘스마트축사’, 쌀·콩·사과·배 등 노지
작물·과수의 경우를 ‘노지스마트팜’이라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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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축사)이 주로 생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장비(H/W)에 초점을 둔
협의적 개념이라고 하면, 스마트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소비 등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모든 단계에 걸쳐, 데이터·인공지능(S/W)에 기반을 두고
농업혁신을 창출하는 광의적 개념
❍ 스마트농업 추진 목적은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 등
- 첫째, 스마트농업 시설·장비를 보급하여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입재·노동력 등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 둘째, 농업에 청년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셋째, 연구개발(R&D), ICT 기자재 표준화,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기업성장 지원,
기자재 수출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강화하는 것
<스마트농업 보급 실태 분석>
❍ 2021년(잠정)까지의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원예 부문 스마트팜의 경우
6,485ha, 축산 부문 스마트축사의 경우 4,743호를 보급하여 「스마트팜 확산방안」
(2018)에서 목표로 한 2022년 7,000ha 및 5,750호에 근접
❍ 농가당 스마트농업 보급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스마트팜(시설원예)의 경우 농가당
보급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 0.51ha※(5,100㎡, 1,543평)에 불과, 시설원예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 3ha 정도의 규모화를 갖춘 스마트팜이 보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소규모

※ 연도별: (2017) 0.72ha → (2019) 0.58ha → (2020) 0.51ha 계속 감소

- 스마트축사의 경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2020년)는 한우 137마리, 젖소 162마리,
양돈 5,241마리, 양계 73,206마리로서, 전체 축산농가의 평균 사육두수(한우 37마리,
젖소 68마리, 양돈 1,846마리, 양계 63,790마리)에 비해 커
❍ 스마트농업 품목별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스마트팜(시설원예)의 경우 2020년 기준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딸기(33.8%)이고, 참외(21.8%), 토마토
(14.1%), 파프리카(11.4%)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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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개 품목의 비중은 81.1%로서, 스마트팜의 경우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화가 잘되어 있는 일부 품목에 편중
❍ 정부는 품목별 다양화를 위해 노지작물이나 과수 부문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 기준으로 시설원예 부문 스마트농업이 1만 1,633호 보급된 것에
비해 노지작물·과수 부문 보급 농가는 149호로서 미미한 수준
- 축산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우
(60.0%)이고, 이어서 돼지(16.3%), 낙농(15.4%), 닭(7.3%)의 순
❍ 이와 같이,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참외·토마토·파프리카 4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노지작물·과수 부문의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노지작물 중심
으로 다품종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스마트농업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
❍ 스마트농업 농가 중 청년층(40세 미만) 비중은 정체·감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65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보급

※ (시설원예) (2018) 9.2% → (2019) 13.2 → (2020) 10.9 / (축산) 2018년 11.9% → (2020) 12.2
/ (노지작물･과수) (2018) 19.1% → (2020) 3.8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활용 현황 분석>
❍ 2020년도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비중이 시설원예의 경우
65.2%, 축산의 경우 58.9%, 노지작물·과수의 경우 22.4%에 불과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비중이 시설원예의 경우 57.9%, 축산의 경우 51.4%, 노지작물·
과수의 경우 20.1%에 불과
❍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데이터 플랫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목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기관별로 분산※, 결국 각 기관은 소관 재정사업별
범위 내에서 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플랫폼을 분산·운영하고 있고, 개별 플랫폼
의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 비중은 높지 못한 상황

※ 농식품부와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15년부터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2.0 플랫폼」을 운영
※ 농촌진흥청에서는 2017년부터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 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2021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 수행을
위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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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스마트팜 2.0」 플랫폼의 경우, 시설원예 수집 농가 수는 454호로서
전체 보급농가 1만 1,633호의 3.9%이고, 축산의 경우 수집 농가 수는 434호로서
전체 보급농가 5,750호의 7.5%에 불과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농가수는 총 1,130호(시설원예 677호, 축산 52호 등) 수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R&D) 현황 분석>
❍ 농림식품 기술 수준 평가 대상 기술 중 스마트농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농림
식품 기계·시스템 및 농림식품 융복합 분야로 2020년의 경우 전체 농림식품 기술
수준이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82.3%인데 비해, 농림식품 기계·시스템은 81.4%이고,
농림식품 융복합은 78.8%로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저조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농림식품 기술 수준의 경우 2010년 67.4%에서 2020년
82.3%로 14.9%p 상승한 것에 비해, 농림식품 융복합의 경우 66.7%에서 78.8%로
12.1%p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진척도가 더딤.
❍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방안(2018)」을 수립하면서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감소·정체되고 있는 실정
❍ 한편,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해서는 농업 밸류체인(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별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내역을 살펴
보면, 주로 생산 단계에 대한 내용이 중심
- 유통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2022년도부터 시작되는 ‘스마트농산물 유통
저장 기술개발(농식품부, 58.3억 원)’, ‘농축산물수확후 관리데이터 활용기술개발
(농촌진흥청, 37.5억 원)’ 사업 정도
❍ 정부·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비 투자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사업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가 국가 전체 및 농림식품 분야에 비해 저조※

※ (국가 전체) 정부･공공부문 20.9%, 민간부문 79.1%
※ (농림식품 분야) 정부･공공부문 66.6%, 민간부문 33.3%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정부･공공부문 80.0%, 민간부문 20.0%
- 23 -

⎗ 아젠다 발굴

<스마트농업 산업인프라 구축 성과 분석>
❍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는 148억 달러로 추정되며, 앞으로 지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스마트팜 관련 시장도 성장하여 2015년 3조 6,051억 원에서 2020년 5조
4,04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전망(단위: 십억 달러)❙

❍ 스마트농업 주요 장비별 국산·외국산 비중을 살펴보면, 시설원예의 경우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국산화 비율이 감소※하고, 축산의 경우 한우와 양돈에 비해 양계와 낙농의
국산화율이 저조※※

※ (시설원예) 국산화율: 1,000평 이상(95.9%) > 1,000～2,000평(94.5%) > 2,000평 이상(79.5%)
※※ (축산) 국산화율: 한우(88.8%) > 양돈(81.4%) > 양계(67.0%) > 낙농(43.4%)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직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755개 기업 중에서 직원수 5명
이하가 373개(49.4%)로 가장 많고, 5~10명이 192개(25.4%), 11~20명이 113개(15.0%)의
순으로, 직원수 5명 이하의 기업이 거의 절반이고, 직원수 10명 이하가 전체의 3/4에
이르며, 직원수 20명 이하는 전체의 약 90%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 스마트농업 ICT 기자재의 품질향상,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표준화 실적을 보면, 단체표준 69종, 국가
표준 22종, 국제표준 6종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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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관련 종합 누리집인 「스마트팜 코리아」에 등록된 기자재 수가 총
2,081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표준 실적은 미흡한 수준
❍ 한편, 국가표준 등 제정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며,
정부는 기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
-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70개, 2021년 93개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스마트팜 코리아에 기자재 제조업(국내)으로 등록된
기업수가 453개임을 감안할 때 참여 비중은 36.0%에 불과한 실정
❍ 정부는 스마트농업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플랜트·기자재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등 수출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4만 1천 달러에서
2021년 557만 1천 달러로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 3억 달러를 달성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빅데이터 수입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농업환경, 생산, 유통, 소비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생육환경 조절 및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시행
- 스마트농업전문가 연령별 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40세 미만)의 비중이
2017년 78.8%에서 2021년 69.3%로 낮아지고 있으며, 육성 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 및 타분야 취업, 차년도 과제 참여를 합한 취업률은 2017년 69.7%에서 2021년
44.7%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시사점>
❍ 현재까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추진현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자동화된 시설·장비(H/W)가 보급이 확대된
수준이고, 스마트농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활용 비중도 높지 못하여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농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
효율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및 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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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참외·토마토․파프리카 4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노지작물·과수의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시장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및 R&D 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도모할 필요
-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중 하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경영주 중 청년층은 최근 3년간 10% 내외로 정체되고 있어,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완공·운영,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강화할 필요
❍ 둘째,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부문의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노지
작물 중심으로 다품종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
-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환경, 유통, 소비 전반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재 데이터 수집·분석 비중이 높지 못하고
대부분 생산 관련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농가의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고 농업 데이터 시장에서 농가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수집·접근·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 농업 데이터의 가용성·접근성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조속히 연계통합 운영할 필요
❍ 셋째,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수준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연구개발(R&D) 투자도 최근 정체되고 있는 실정
- 전체 농림식품 기술 수준 대비 스마트농업 관련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및 융복합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타 산업
전문가 그룹과 협력 강화, 연구비 투자 확대, 개발기술 시장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
-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 수립 이후 전체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 중에서 연구
개발 예산에 대한 비중이 감소·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배분을 강화할 필요
❍ 넷째,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 기업 육성, ICT 기자재 표준화, 수출 확대,
인력육성 등의 성과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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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양계 등 축산 부문과 중규모(2,000평) 이상 시설원예 부문의 스마트농업 시설
장비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은 영세하여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제품 성능 테스트,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나갈 필요
- 스마트농업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에 있어서 지정 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표준화 제정 대상 장비를 확대하고 국가표준 등이 제정된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기업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스마트팜 플랜트·기자재의 수출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대비 미미한 실정
이고 전략 국가와 실제 수출 국가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판로개척
및 시장정보 지원 등을 통해 수출성과를 개선해 나갈 필요
-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수료생의
대부분이 관련 분야에 취·창업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발 후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스마트농업
보급 품목이 딸기·토마토 등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교육생의 재배
품목도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원예, 노지작물, 축산 등 다방면으로 보급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핵심 전략 품목이 불분명하고, 스마트농업 생산물 및 관련 기자재의 목표
시장도 수출 중심인지 국내시장인지 불명확※

※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유통구조는 기존 농산물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정부는 전략 품목, 목표시장,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한국형 스마트
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 보급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정한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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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농촌 공동체 회복의 혁신사례, 「마을자치연금」과 지방의회의 역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농촌 공동체 회복의 혁신사례, 「마을자치연금」과
지방의회의 역할”(지방의정 브리프, 제19호, 202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연금 도입 배경>
 농촌지역 고령화 및 활력저하
❍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미 전국 다수의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30%를 상회
❍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전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급격한 고령화는 독거노인 가구 증가,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농촌 고령인구 빈곤
등 사회적 소외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농촌지역 활력저하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농촌지역의 개선과 문제점 대응을 위해 다양한 농촌 활성화 지원정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왔으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축소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 변화로는 연결되기 어려운 현실
 농촌 고령인구의 저조한 노후보장제도 가입률
❍ 2019년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생활비는 약 116.6만 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전 조사 결과의
108.1만 원보다 8.5만 원 증가한 수치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생활비는 ‘50만~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0만~200만 원 미만’이 30.7%, ‘200만 원 이상’이 14.3% 순
❍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비용 마련 및 충당을 위한 방법으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인구의 노후보장제도 가입률은 매우 저조
❍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8%에 달하지만,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또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농촌 고령인구의
노후비용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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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접근방식의 농촌 고령인구 사회보장 정책 필요
❍ 구성원 간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은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이자 강점 중 하나
❍ 과거의 마을만들기 사업들 또한 이러한 농촌문화와 강점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추진
되어왔으나 시설·설비지원 및 공간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확산하며, 그 의미와
취지가 약화
❍ 이러한 시기의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응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공동체
유대감, 즉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자구적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으로
설계될 필요
❍ 농촌마을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 공동체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번영 시대’에 기대는 ‘소극성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마을 운영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황영모 외, 2021)
❍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체감형 사회보장제도, 즉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속가능한 포용적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형태의 지원 정책이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

<마을자치연금 추진 구조 및 사례 – 전국 제1호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 제시
❍ 농촌 고령인구의 사회보장 확대와 공동체 사업 활성화, 그리고 농촌인구 유입을
통한 공동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부터 ‘마을
자치연금’모델을 연구하고 실현방안을 모색
❍ 마을과 공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자발적·자구적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 이는‘농촌마을’의
공동체 역량에 ‘공공기관’의 자원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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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 운영구조❙

❍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에 위치한 성당포구마을은 그간 농촌마을 활력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활성화를 끌어내기에는 어려움
❍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여러 차례의 마을현장실사와 주민 회의를 통해 마을자치
연금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2019년 12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 이어서 2020년 12월,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참여할 협업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
되었고, 2021년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
부터 28명의 고령주민(만 70세 이상)에게 월 10만 원씩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시작

※ 협업기관: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성당포구마을 추진 과정❙

<마을자치연금 추진 효과>
 농촌 공동체성 및 가치회복의 촉매제 역할(공동체적)
❍ 과거 상부상조(相扶相助)를 기반으로 한 두레·향약·품앗이 등 농촌의 전통문화는
공동체 기반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며, 농촌지역이 가진 강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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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던 전통적 관습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
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설정
❍ 공동체 복원과 기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적경제
형태의 새로운 마을만들기로 평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자발적·자구적)
❍ 안정적인 복지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역할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사업 추진 구조 안에 담아 자립성과 지속성 담보가 가능토록 동기 부여
❍ 자체적 재정 모델의 기반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의 재정적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령인구 노후소득보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혁신적·실험적)
❍ 초고령화 및 과소화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새로운 사회안전망 모델을 제시하였
으며, 안정적 구조로 정착 시, 지역(마을)의 포용성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의 촉진 및 유인 수단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기존의 연금제도 가입에 필요한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지는 못하였거나 이미 고령에
접어든 계층도 보장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노후복지체계로 적용 가능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을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로 환경보호 효과(친환경적)
❍ 전국 최초로 추진된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태양광 발전(용량 70kw, 연간 89.4MWh)을
활용한 수익 창출 구조 적용으로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
❍ 이는 연간 화력발전 대비 석유 19.04톤 절감 또는 어린 소나무 기준 14,699그루의
탄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적용한 마을자치
연금 추진 확대는 환경보호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마을자치연금 확대 방안 및 지방의회의 역할>
 마을자치연금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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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확산을 위한 유형 다양화 및 보편화 구조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기본 모델 확립) 기본구조, 실행체계, 운용모델 등
- (수익 모델 다양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 소득향상 기반지원, 기금운용을 통한
지원 등
- (적용 유형 다양화) 농촌형, 도시형, 마을형, 귀농귀촌형 등
❍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탑재 또는 신규사업화 추진에 대한 제안과 요청
❍ 법률개정/제정,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법적 추진 근거 마련
❍ 마을자치연금 가치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거점 기능의 연수소 설치·운영
- 사례강의,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마을자치연금의 가치와
철학 확산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기능 부여
- 전국 최초 추진 마을인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에 설치·운영으로 상징성 제고 기대
 지방의회의 역할
❍ 농촌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해와 공감 필요
- 기초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도입과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지방의원들의 철학과
추진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마을자치연금의 시작에는 지방의회(익산
시의회)가 큰 역할
-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농복합
도시인 익산시의 경우 자칫 농촌지역 편중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와 반발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동) 지역구 의원들의 배려와 동의가 수반되었기에 가능
❍ 혁신사례 확산과 효과 누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 필요
-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과 의식 제고가 요구
- 지역 내 사례와 효과를 누적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지역(동)으로의 도입 확대 등 지원대상 다각화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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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산물 무역 예측(2022년 5월)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May 2022”
(2022.5.26.)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산물 무역 예측(2022년 5월)
❍ 농산물 무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GDP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기존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4%로 예상되었으나 3.6%로 예측치가 감소함. 침공은 유럽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천연가스, 원유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수요의 증가가 겹쳐 발생함. 게다가 천연가스는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주요한 투입재로,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은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의 2022년 농산물 무역량을 예측했을 때, 수출은 1,910억 달러로 2022년 2월
예측액에 비해 수출 예측량은 75억 달러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옥수수, 목화솜,
대두의 수출액 확대로 인한 것임.
- 전체적인 곡물 및 사료 수출은 467억 달러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수출액의
상승이 나타남.
- 옥수수 수출액은 191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1단위당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제한되자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남미에서의 기록적인 생산량으로 인해 감소한
공급량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 쌀 수출액은 단위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수출량이 감소하여 기존 수출 예상액인
20억 달러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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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의 수출 예상액은 2월 대비 10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미의 심각한 가뭄
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인해 나타남. 대두유 또한, 2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예상 수출액이 증가함.
- 목화의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가격이 11년 내 가장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육류 및 유제품은 또한 수출 예상액이 증가하였으나 원예 작물은 기존 예상과
변화가 없음.
- 에탄올 수출액은 2012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함.
전 세계적으로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필리핀,
콜롬비아와 같은 에탄올 가격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과 연료용 에탄올 수출이 많은
캐나다, 영국, 비연료용 수출이 많은 멕시코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농산물 수입액 예측은 2월 예측치에 비해 80억 달러가 증가한 1,805억 달러로 추정
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수입액이 20% 증가했기 때문임.
- 원예 작물의 수입은 2월 예측치에 비해 32억 달러가 증가한 922억 달러로 증가
하였으며, 많은 신선 및 가공 과일의 수입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신선 및 가공 채소와 증류주의 수입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설탕 및 열대
작물의 수입 예상액도 증가하였는데, 미국 내 당과 제품(confection)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커피의 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브라질에서의 가뭄과 늦은
한파, 콜롬비아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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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1)
※ 일본 농림수산성 “第4次食育推進基本計画初年度は’「食と環境の調和」を特集”
(2022.5.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1)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5월 31일, ‘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를 발표함.
- 코로나19 확산 하에 식생활 교육 대응을 소개하였으며, 특집에서는 ‘먹거리와
환경 조화’를 다루며 친환경적인 식생활에 관한 국민 의식과 실천 현황,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량 산업과 소비 등을 소개하였음.
1.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을 둘러싼 현황

① 코로나19 확산과 식생활 교육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늘면서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중요성이 높아짐.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타인과 함께 밥 먹는 것에 관한 의식
등이 변화했으며, 감염 확산 상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온라인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었음.
② (특집) 먹거리와 환경의 조화
❍ [식생활과 환경 관련성] 건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함.
-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이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지탱하는 식생활 교육 추진’이 중요 사항 중 하나이며,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서도 소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중 하나로 식생활
교육 추진을 거론하였음.
❍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민 관심]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림 감소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많으며, 기후변화가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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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기후변화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 88.3%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품질 및 수확량 등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국민 생각 및 실천 현황
- (식품 손실) 2019년도 식품 손실량은 추산 570만 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식량 배포량(약 420만 톤)을 웃도는 수준임.
국민이 주체적으로 식품 손실 감소에 임해야 하며, 식품 손실 감소를 실천하는
국민을 늘리는 것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서도 목표로 삼고 있음.
-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 선택) 이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으로 연결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서 친환경 농림수산물·식품을 선택하는
국민을 늘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였음.
❍ [먹거리와 환경 조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 및
흥미와 관심을 높여 행동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환경과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인 시야를 기반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어떤 농림수산물·식품이 친환경적인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 포인트>
<1부: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을 둘러싼 현황>

• 코로나19 확산과 식생활 교육
- 국민 의식 등 변화 및 각 정부 부처 대응, 어린이 택식(子供宅食)※ 식생활 교육 및 온라인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사례 등
※ 생활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어린이에게 정기적으로 식품을 전달하며 동시에 보살핌을 통해 먹거리 이외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결

• (특집) 먹거리와 환경 조화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일상 속 식생활에서 친환경적인 행동 실천 현황,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를 배려한 식생활 교육 사례
<2부: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 구체적 대응>

•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기’ 국민운동 추진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식생활 교육 추진 등

•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 영양교사 배치 등 학교에서 먹거리에 관한 지도체제 확충,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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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 포인트>
•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는 식생활 교육 추진, ‘일본형 식생활’ 실천 추진, 식품 관련 사업자
등에 의한 식생활 교육 추진 등

• 식생활 교육 추진 운동 전개
- ‘식생활 교육 월간※’ 추진, 식생활 교육 추진계획 작성에 관한 현황
※ 매년 6월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식생활 교육 활성화하는 기간

•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친환경 농림어업 활성화 등
- 농박(체류형 농촌 관광) 및 농림어업 체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추진, 식품 손실 감소 등

• 식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 등
-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식문화 계승, ‘일식(和食)’ 보호 및 차세대 계승을 위한 대응 등

• 식품 안전성·영양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 교류 추진
-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식품 정보 표기 이해 촉진, 일식·식문화 해외 전파 등
<3부: 식생활 교육 정책 목표와 현황에 관한 평가>
- 제4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진행 현황 등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syokuiku/wpaper/r3_index.html

언론 동향

‘2022 스마트팜 코리아’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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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스마트팜 코리아’ 주요 동향
❍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에 기반한 농축수산 분야 스파트팜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2 스마트팜 코리아’가 경남도와 창원시 공동
주최로 2022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
❍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22 스마트팜 코리아는 150개사 총 350여 개 부스 규모로
△미래농업, △스마트 팩토리 설비·기기, △축산기자재, △포장, △유통·물류 등
한국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유망기업 등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도시농업, 귀농·귀촌,
농축산기자재, 농식품 유통 등에 대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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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한국스마트산업협회 회원사 공동관과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경상국립대
스마트팜 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
▪ (스마트팜산업협회) 2019년에 창립된 국내 유일 스마트팜 관련 협회로 비영리단체로서 온전히 스마트팜
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상생발전, 정부 기관과 산업계의 중개 등을
위해 노력
▪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KoSFarm))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스마트팜 연구·개발(R&D)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출범, 이번 행사에서는 원예나 축산 분야에 집중된 R&D,
실증과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과제, 차후 계획 등을 홍보
▪ (경상국립대 스마트팜연구센터) 2017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센터이며, 이번 박람회에서는 연구센터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6개 참여
기업이 전시, 전시된 생분해성 포트와 관련 기계, 자율주행 방제기 등의 제품들은 주로 현장 투입 전 단계의
기자재로서 현장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평가도 들어보기 위해 전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팜 관련 업계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적극 홍보,
홍보와 더불어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농업인·기업인에 대해 투자유치 방법과 투자유치 이후 필요요건에
대한 상담도 진행

❍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경남지역 18개 시·군을 포함한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로 우수 농특산물 특별할인점 열었으며, 전남 홍보관에서는 귀농·귀촌 상담회를
통해 귀농·귀촌 종합정보도 제공
<참여 업체 주요 동향>
❍ [대동] 스마트농기계,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팜, 핵심사업을 통해 미래농업 리딩
기업 이미지를 강화한다는데 전시부스 포인트를 두었으며, 텔레메틱스 기반에
모바일로 농기계 원격 관제 및 점검을 하는 ‘대동 커넥트(Connect)’ 서비스를
2022년 하반기 중소형 트랙터에도 적용하면서 ‘커넥트 체험존’을 만들어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
❍ [LS엠트론] ‘LS트랙터가 열어가는 자율작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행사에 참여,
특히 이번에 선보인 자율 작업기술을 적용한 XP7115트랙터는 국내 트랙터 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제품으로 선정, 정부 조달청 구매 대상 제품
으로 등재, LS는 이밖에 친환경운반차, 방제용 드론 등 총 7개 모델을 전시
❍ [교란] 소재·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교린이 출품한
제품은 ‘온담’이라는 스마트난방 면상발열체, 온담 제조기술은 교린의 특허기술이며,
외부의 큰 충격으로 찢어지지 않는 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전기열풍기나 등유
난방기에 비해 화재위험이 적고 운영비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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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디지탈]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코리아디지탈은 이번 박람회에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팜스큐브를 선보여, 팜스큐브는 코리아디지탈의 정밀한 센서 기술과
제어기술, 첨단무선기술이 접목돼 편리성, 경제성, 확장성, 무선화, 모바일화를 달성,
팜스큐브의 소프트웨어는 개방형으로서 무료로 제공되며, 업데이트 또한 무료로 진행
❍ [유비앤] 스마트팜 시스템 ‘팜링크’를 선보였으며, 팜링크는 복합환경제어와 관수·
관비 조절이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는 유비앤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로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온실과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 가능, 인터넷이 단절돼도 시스템 내 자체 내장된 데이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도 보유
❍ [삼우엔지니어링] 축산기자재 전문기업 삼우엔지니어링은 축종별 다양한 사료
자동급이기 제품을 선보였으며, 가금류 사육 농가의 편의성을 높인 니플 자동급수
시스템은 삼우엔지니어링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니플 자동화 조립기기에서 생산해
가금류 사육 농가의 선택의 폭을 확대
❍ [에이티디코리아]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정밀투약기, 악취
측정기, 악취저감장치, 사료첨가제, 환경개선제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첨단
농축산 바이오 에너지 기업으로 무선통신 기반의 IoT 기술이 적용된 악취측정
기기는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외선·광이온화 센서가 삽입
❍ [유라이크코리아] 디지털 축산 전문기업 유라이크코리아는 가축 헬스케어 플랫폼
‘라이브케어V2’와 경구투여형 바이오캡슐을 선보여, 라이브케어V2는 바이오캡슐을
통해 수집한 생체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각 개체에 대한 건강 상태와 발정·
분만 시기 등의 자료를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툴라스] 수입 축산기자재, 사료첨가제 등과 더불어 농장에서 쓰이는 각종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툴라스는 동물용 초음파 화상진단기, 발정탐지기, 약물 경구투여기,
액체질소통 등을 선보였으며, 2022 스마트팜 코리아 현장에서는 송아지 초유 보충제인
‘부스트럼’ 제품과 초유 대체제인 ‘부스트럼 플러스’ 등에 많은 관심
자료: “[Issue+] 2022 스마트팜 코리아 ‘성료’”(농수축산신문, 2022.6.21.),
“대동, ‘스마트팜 코리아’ 참가…자율주행 트랙터 선봬”(이데일리,
2022.6.21.), “‘2022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성료”(한국농어민신문,
2022.6.21.), “대한민국 스마트팜 A부터 Z까지 현장에서 한눈에 확인”(한국
농업신문,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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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귀농인ㆍ귀촌인 통계
자료 : 통계청(2022.6.23.)·농림축산식품부(2022.6.24.)

개요
❍ [통계청, 2021년 귀농인·귀촌인 통계※ 발표, 2022.6.23.] 귀농인·귀촌인 통계는
귀농·귀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및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

※ 본 통계는 귀농인, 귀촌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대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 행정통계

귀농인 통계
❍ [가구 규모] 2021년 귀농가구는 14,347가구로 전년(12,489가구)보다 1,858가구(14.9%※)
증가

※ 가구수전년대비(%): (2016) 7.7 →(2017) △1.9 →(2018) △5.3 →(2019) △4.5 →(2020) 9.3

- (귀농가구 평균 가구원 수) 1.38명으로 전년(1.40명)보다 0.02명 낮아
❍ [가구주 특성] 귀농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5%, 평균연령은 55.8세
- (연령대별 구성비) 50대가 33.0%, 60대가 36.0%로 50~60대가 69.0%를 차지
❍ [가구 특성] 귀농가구의 74.5%는 1인가구이며, 귀농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86.8%,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3.2%를
차지
❍ [가구원 규모] 귀농가구원은 19,776명으로 전년(17,447명)보다 2,329명(13.3%) 증가
- 귀농인은 14,461명으로 전년(12,570명)보다 1,891명(15.0%) 증가하였고, 동반가구원은
5,315명으로 전년보다 438명(9.0%) 증가
❍ [전·겸업]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9,814명(67.9%)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4,647명(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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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귀농가구주의 성별 구성비>

<귀농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농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

<귀농인 및 가구원 규모>

<귀농인의 전·겸업별 구성비>

❍ [작물재배 귀농가구]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의 85.1%는 0.5ha(5,000㎡) 미만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평균 재배면적은 0.32ha(3,206㎡)
- (농지경영 형태별)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 9,636가구 중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는 6,157가구(63.9%), 일부 임차가구는 7.2%, 순수
임차가구는 28.9%를 차지
- (작물별) 귀농가구의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46.2%)와 과수(32.0%)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배작물별 평균 재배면적은 논벼(3,517㎡)와 과수(2,014㎡)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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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작물재배 귀농가구❙

❍ [축산 귀농가구] 귀농가구 중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258가구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육가축은 한우(38.4%) ＞ 꿀벌(35.3%) ＞ 곤충류(9.3%) 순
❙가축별 축산 귀농 가구수❙

귀촌인 통계
❍ [가구규모] 2021년 귀촌가구는 363,397가구로 전년(345,205가구)보다 18,192가구
(5.3%※) 증가

※ 가구수전년대비(%): (2016) 1.6 →(2017) 3.6 →(2018) △1.7 →(2019) △3.3 →(2020) 8.7

- (귀촌가구 평균 가구원 수)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낮아
❍ [가구주 특성] 귀촌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0.8%, 평균연령은 45.2세
- (연령대별 구성비) 30대가 21.8%, 20대 이하가 21.5%, 50대가 18.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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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특성] 귀촌가구의 75.2%는 1인가구이며,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72.6%,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7.4%를 차지
❍ [가구원 규모] 귀촌인은 495,658명으로 전년(477,122명)보다 18,536명(3.9%) 증가
- 평균연령은 42.8세,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0%, 30대 20.8%, 50대 16.9%
❍ [전 거주지역]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가 131,805명(26.6%)으로 가장 많고, 서울
72,658명(14.7%), 경남 33,032명(6.7%)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5.5%를 차지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귀촌가구주의 성별 구성비>

<귀촌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촌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비>

<귀촌인 및 가구원 규모>

<귀촌가구의 가구 구성형태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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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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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분석
❍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5,434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
❍ 2021년 귀농귀촌 가구는 37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

※ 가구수로는 역대 최대치이나, 평균 가구원수는 지속 감소(2017: 1.49명 → 2021: 1.36)
❙귀농귀촌 인구 및 가구 현황(단위: 명, 가구)❙

구분
귀농귀촌 인구
(귀농귀촌 가구)
귀농 인구
(귀농 가구)
귀촌 인구
(귀촌 가구)

2016
496,048
(335,383)
20,559
(12,875)
475,489
(322,508)

2017
516,817
(346,759)
19,630
(12,630)
497,187
(334,129)

2018
490,330
(340,304)
17,856
(11,961)
472,474
(328,343)

2019
460,645
(329,082)
16,181
(11,422)
444,464
(317,660)

2020
494,569
(357,694)
17,447
(12,489)
477,122
(345,205)

2021
515,434
(377,744)
19,776
(14,347)
495,658
(363,397)

❍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및 60대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에 비해 각각 5.0%,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30대 이하: (2020) 151,086가구 → (2021) 158,600가구(전년 대비 5.0%↑)
60대: (2020) 49,407가구 → (2021) 57,492가구(전년 대비 16.4%↑)

-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35,904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2021년에도
귀농귀촌 흐름을 주도
❍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KREI): (2019년 말) 34.6% → (2020년 말) 41.4(6.8%p↑)

❍ 2021년의 국내 인구이동량(국내 인구이동통계, 통계청)은 721만 명으로 전년(773만 명)에
비해 감소(△52만 명, △7%)했음에도 귀농귀촌 증가세가 유지된 것은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귀농] 30대 이하 및 60대 귀농 큰 폭 증가
❍ 30대 이하 및 60대를 주축으로 귀농이 증가※

※ 30대이하: (2020) 1,362가구→(2021) 1,507(10.6%↑) / 60대: (2020) 4,060가구→(2021) 5,160(27.1↑)
30대이하귀농인: (2017) 1,340명→(2018) 1,365 →(2019) 1,212 →(2020) 1,370 →(20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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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증가※는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정착지원사업(3년간
월 최대 1백만 원)의 정책 성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60대의 귀농 증가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30대 이하 귀농 이유(2021.실태조사): 농업 비전･발전가능성 26.4% > 가업승계 26.2 순

❍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고, 겸업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 역시 지속※

※ 1인 가구 비중: (2017) 65.2% → (2018) 68.9 → (2019) 72.4 → (2020) 74.1 → (2021) 74.5
※ 귀농가구당 작물 재배면적 감소세: (2019) 3,673㎡ → (2020) 3,306 → (2021) 3,206
※ 전업/겸업: (2019) 69.2%/30.8 → (2020) 68.6/31.4 → (2021) 67.9/32.1

❍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시군은 의성(229명), 고흥(224명), 상주(212명), 영천(182명),
양평·무안·김천(173명) 순이며, 이들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 시군의 정책 지원이 활발
한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
❙귀농 상위 5개 시군 특성❙
구분
전체인구(명)
귀농인(명)
전(前) 거주지 1순위(%)
평균 재배면적(ha)

의성
50,632
229
대구
(53.4)
0.37

고흥
62,762
224
광주
(20.5)
0.25

상주
95,566
212
경북
(24.5)
0.36

영천
101,888
182
대구
(51.3)
0.26

양평
121,230
173
서울
(57.8)
0.27

무안
91,107
173
전남
(40.9)
0.49

김천
140,239
173
경북
(49.8)
0.28

- 해당 시군의 농지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여 영농 기반 마련 측면
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평가

※ 농지 실거래가(1㎡, 2021): 9개도 평균 84.8천 원 / 영천 61.2 > 김천 48.5 > 무안 30.6 >
상주 28.6 > 의성 24.7 > 고흥 15.9

❚ [귀촌] 일자리·주거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 지속
❍ 일자리·주거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을 귀촌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전년보다 0.6%p 증가

※ 귀촌 이유: 직업 34.3%, 주택 27.1, 가족 22.2, 자연환경 4.9

-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귀촌 동기에서 일자리의 비중은 작아지고 주택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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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귀촌 이유(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20대 이하
직업(39.1)
가족(23.6)
주택(23.2)

30대
직업(34.8)
주택(29.3)
가족(24.2)

40대
주택(33.5)
직업(32.4)
가족(18.6)

50대
주택(36.7)
직업(27.8)
가족(18.3)

60대
주택(39.2)
가족(21.3)
직업(18.3)

70대 이상
주택(37.1)
가족(30.5)
건강(10.3)

❍ 전반적으로는 기반이 갖춰진 대도시 근처 시군의 귀촌 유입이 우세한 경향이 유지
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에서도 귀촌이 증가하는 모습
❙시군 유형별 귀촌 인구 증감율 추이(단위: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시‧군 유형
도농복합시 / 군
도농복합시 / 군

2015-20년 평균
6.6 / -0.5
2.2 / -0.9

2020-21년
9.8 / 5.1
5.1 / 2.1

❍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
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
- ➊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경험, 모의 실행
체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 농촌생활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탐색형 교육’ 규모를 확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2021) 88개 시군 / 104개 마을 → (2022) 95 / 119
농업 일자리 탐색형 교육: (2021) 61백 명 → (2022) 62

- ➋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 18백 명 → 2022: 2천 명)하고, 청년농의 준비-창업-성장 전 과정을 지원
하는 ‘제1차(2023~2027)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
- 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계획

※ (2022) 1단계 구축, 시범서비스 오픈 → (2023) 2단계 구축, 본격 운영

- ➍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및 농촌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 2022년에 농촌재생프로젝트 신규 지원대상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하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
(2022년 누적 5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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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