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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
•
•
•
•
•
•
•
•

새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 16개 지자체 선정
2022년 신규 12개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 개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새 정부 ‘남북 그린데탕트’ NGO 대상 교육 운영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 추진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 前 검사
낙농제도 개편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1 ❙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
이슈 브리프 2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아프리카 무역 현황과 미래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 개정 논의
언론 동향 ❙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

▮통계·조사
•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 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22년 6월)
•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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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새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외)
자료 : 기획재정부(2022.7.11.)·산업통상자원부(2022.7.12.)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20222.7.1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7월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실시

※ Œ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Ž 규제혁신,  재정
혁신,  예산편성 방향, ‘ 공공기관 혁신, ’ 세제개편 방향

1.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 ➊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 강화
-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대책 신속 집행
- 2022년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선제 마련 및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 강구
❍ ➋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수출·투자활력 제고 추진
-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 총력 지원※

※ 무역금융 지원 40조 원 이상 확대, 물류애로 해소 위해 임시선박 투입(매월 4척 이상) 등

- 민간투자 회복 위한 규제·세부담 완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 ➌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취약차주 등 면밀히 점검·대응※

※ 대외･금융 등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 상시 가동,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 안심전환대출 등 청년･서민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등

2.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 ➊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 및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 해소※

※ (반도체) 시설투자, 인력양성, 핵심기술 확보 등 초격차 지원
※ (조선) 업계 인력난 애로 등 해소 조정
※ (수출물류) 무역금융확대(당초계획대비+40조원), 중소기업물류비지원등물류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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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이슈 총괄 조정

※ (인력양성)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제 발굴, 협의･조정
※ (고용･사회 안전망) 저소득층･취약계층 일자리･생활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안전망 보강

❍ ➌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과제 집중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 (인구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고령사회, 축소사회 등 8대 핵심과제 마련
※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등

❍ ➍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선제적 관리

※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공급확대･수요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

❍ ➎ 공급망 안정화, 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 (공급망)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 품목 수급안정화 등
※ (블록화) 美 주도 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참여

3.

규제 혁신

❍ ➊ [경제 규제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핵심 규제 혁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 4大 기본원칙※ 下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① 체감도↑, ② 신속 추진, ③ Win-Win形 개선, ④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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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2022년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여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

※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다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
- 그간 미해결 과제 및 각계 건의 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
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

※ 2022.6.21일 총괄반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6개 작업반을 가동 중(작업반 회의 10차례 개최)
-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지원
❍ ➋ [기업 형벌개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개선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태료 등)·형량 합리화 등 추진
4.

재정 혁신

❍ ➊ [건전재정 기조] 새정부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 관리수지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으로 관리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도별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등 관리목표 제시 예정
(2022.9월 초)

❍ ➋ [재정준칙] 재정전략회의 논의 준칙안※을 기초로 입법화 추진※※

※ 관리수지 △3% 한도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에는 수지한도 축소
※※ 공청회(8월) → 최종안 발표(9월) → 근거법률 입법화(4/4분기)

- 준칙적용 예외사유 관련 보완 장치도 강구

※ 경제위기 예외사유 구체화 및 예외 사유 소멸 후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 ➌ [재정비전] 2050년 직면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

※ 민･관 합동 TF,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발표(2023.1/4)

❍ ➍ [성과관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5개 이내) 설정 및 공개,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 관리, 성과기반 지출 구조조정 강화※

※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2022.7월)
- 3 -

⎗ 정책동향

❍ ➎ [예타제도]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및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 마련(2022.8월) 및 관련 법령·지침 개정(2022.9~12월) 추진

※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
※※ 신속예타절차 도입 및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500억 원 → 1,000)

5.

예산안 편성방향

❍ [지출혁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 ➊ (한시지출 정비) 코로나19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 절감
- ➋ (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원일자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 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 조정
- ➌ (사업구조 개편) 정부 직접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R&D 지원방식을 출연 위주
에서 민간자금 연계형·투자형 중심으로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
- ➍ (제도개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신설
등 제도개선도 병행
❍ [중점투자]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 ⇨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지출
소요 투자 방안을 마련※

※ 예산안 편성 일정: (2022.5.31.) 예산안 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 (6～8월) 정부예산안
편성 → (9.2.)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 ➊ (국정과제)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 원), 병 월급 인상,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➋ (핵심정책)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반도체
인력양성, 생활물가 안정 등 확대
6

공공기관 혁신

❍ ➊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
라인※」(기획재정부 지침) 마련

※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포함
- 4 -

⎗ 정책동향

- ①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 → ② 「공공
기관 혁신 T/F」(기획재정부) 검토·조정 → ③ 최종 혁신방안 확정(공공기관운영
위원회)
❍ ➋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발표
- 지정기준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영 감독기관 축소
- 재무성과 지표 비중(現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 전면 개편
❍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발표
-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7.

세제개편 방향

❍ [경제활력 제고] 기업 조세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유도
- ➊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 ➋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한 배당촉진·해외 유보소득 유입
- 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 합리화
- ➍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
티브 확대
- ➎ 가업승계 애로 대폭 완화를 통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촉진(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 [민생안정]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 ➊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 원 → 2.4)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 ➋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 안정 지원
- ➌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
- ➍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추진기반]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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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➋ 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공통과제 이행계획
 [건전재정 기조]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
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개선
- ➊ (新외환법 제정) ① 국민·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 대폭 개선, ② 업권별
규제 합리화, ③ 법령체계 전면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방안 연내 마련※

※ 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단계적 폐지,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② 금융기관･핀테크社 외환업무범위 확대와 규제책임 간 균형 도모
③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외환법 목적 재설정, 복잡･난해한 법령체계 개선

- ➋ (국채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함께 추진해 외국인 투자 확대 도모

※ 외환시장 해외기관 직접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3분기)
- ➌ (주류규제 개선)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 간소화, 도·소매업 취급
대상 주류 확대 등 면허·유통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 ➍ (국유재산·조달※ 규제개선) 기업·개인의 국유재산 활용 및 조달시장 참여와
관련된 실질적 부담을 지속 완화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확대,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징수 폐지
※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보증금 완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유형별 평가 기준 합리화

 위원회 정비방안
❍ 기획재정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통폐합 ⇒ 30% 이상 감축※

※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 폐지,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협의회
통합 등 최소 9개 위원회 정비･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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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생안정 관련 정책
❙그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 과제❙

생계비
경감

➊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30% → 37)<2022.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022년 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022년 말)
➋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 → 1,700원/리터) 한시 확대(~2022.9.30.)
➌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022)·친환경차(~20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40% → 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 대출
➎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 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➏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➐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 → 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024) 등

농축수산물
및 식품

➊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023년까지 면제
➋ (식료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023년
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 원)
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➍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취약계층
지원

➊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가구) 신규 지급
➋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 원, 4인)
➌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 가구) 및 지원단가(+4.5만 원) 확대
➍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 원) 1,000억 원 확대 등
➎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 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 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 원

소상공인
·
자영업자

➊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 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 원, 371만 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 원 지급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
으로 상향, 2/4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 금융지원) 43조 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 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 원 저금리 대출 전환, 최대 30조 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기타

➊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 → 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➋ (공정경쟁) 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➌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 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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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취약계층
지원 강화

➊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만 원 → 18.5)
저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
소
득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층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➎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
사 ➏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
회 ➐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시간 → 960)
배 ➑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려 ➒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고 ➓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시장진입형 117만 원 → 121 등)
용
지 ●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
원 ●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➊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 톤)
축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 톤, 2022.7.20.~연말)
산
물 ➌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 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
➍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➎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 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
수입 추진
농 ➏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 방출, 해외 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 예정) 추진
산 ➐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물 ➑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 톤<+35%, 전년 대비>, 배 55천 톤<+28%>)
➒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 → 0)
➓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 톤<+0.3만 톤>)
수
산 ● (수산물 방출)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 품목은 2022년 7월부터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
물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 원)
식 ● (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
품 ●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원 ●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10% → 0)
료 ●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25.4만 톤 → 26.4)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유 ➊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
류 ➋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1,100원/리터
비
→ 1,070, ~2022.10월)
주 ➌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거
비 ➍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023.1.~ 최소 6개월)
※
통 ➎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신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 개소 신규 구축
비 ➏ (5G 중간요금제) 빠른 시일 內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2차 추경(2022.5.29.), 민생안정대책(2022.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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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구위기대응 TF 주요 내용
❍ [추진 방향] ➊ 완화, ➋ 적응, ➌ 성장, ➍ 도약 등 4개 방향으로 추진
- ➊ (완화) 결혼·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개선 → 인구감소 속도
최대한 완화
- ➋ (적응) 교육재원·시설 효율화, 병력구조 개편, 소멸지역 대응을 강화 → 경제
사회 시스템의 적응력 강화
- ➌ (성장)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활참여 활성화, 인적자본 확충 → 노동투입
제약에 따른 성장제약 방지
- ➍ (도약) 고령 친화산업 육성, 축소사회 유망산업 육성 → 미래 성장분야에서
기회요인을 선점
❍ [중점 추진과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경활인구 확충

➊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 제고 ➋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적응

➌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➍ 축소사회 유망 미래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

➎ 고령층 복지 ➏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응

➐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➑ 청년층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

❍ [추진체계] 인구위기대응TF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향후 일정] 인구위기대응 방안, 분야별 대책 순차 발표(2022년 하반기)

참고: 旣발표 부동산 대책 주요 과제

세제
정상화

➊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 통한 매물출회 유도·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년 → 2)+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②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1년 → 2)
➋ (공시가격 대응)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
￭ (종부세) 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로 하향 조정, ➁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➂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➃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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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조정
➌ (생초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➍ (공시가격 제도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월)」 적정성 재검토(2022.11월까지 보완
방안 마련) 및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금융
정상화

➊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LTV, DSR 등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
￭ (LTV) 생애최초 LTV 완화(6~70% → 80), 대출한도 확대(4억 원 → 6)
￭ (DSR) DSR 3단계 시행(2022.7.1일)에 따라 실수요자 자금 애로 완화(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및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➋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50년)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등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지원
➌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시가 1.5억 원 → 2억 원)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 등 가입 유인 제고

공급
확대

➊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분상제·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①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 ② 자재
가격 상승요인 현실화, ③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
➋ (규제지역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규제지역 재검토
￭ (수도권·세종) 원칙적 지정 유지
￭ (비수도권<세종 제외>)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지정 해제
➌ (임대주택 공급) 20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 적기 공급(상시)

임대차
시장 안정

➊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요건 완화(임대개시 후 1주택 전환 시에도 적용)
및 혜택 확대(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2년 → 2024년)
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보증금
(수도권 3.0억 원 → 4.5 / 지방 2.0억 원 → 2.5)·대출한도(수도권 1.2억 원 → 1.8 / 지방 0.8
억 원 → 1.2) 확대
➌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10/12% → 12/15) 및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 400) 확대
➍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민간 법인사업자 추가 과세 배제요건 완화(6억 원 → 9), 개인사업자 장특공제 연장(2022년→
2024년)
￭ 민간 종부세혜택 요건 완화(2021.2.17. 前 등록 시에도 적용), 공공임대 특례 연장(2022년→
2024년)
➎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주택(건축허가대상) 거주 여부 불문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공공기관 매입약정 신축주택 용적률 확대(1.2배 추가 허용)
➏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전입(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 의무 완화
￭ 분상제 5년 거주의무 완화(양도·상속·증여 시까지 충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최초 전세대출 시 비고가주택 보증 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완화(1억 원 → 2)

※ 민생안정대책(2022.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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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 실시, 2022.7.1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 12일,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 (주요 내용) 새정부 5년간 ➊ 성장지향 산업전략, ➋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➌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
1. 성장지향 산업전략
➊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시설 국비지원, 산단 ‘네거티브 존’ 확대 등
➋ (혁신시스템 고도화) 산업 R&D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 추진, 특성화대학 10개 이상 지정, 전문
인력 14만 명 양성(~2026)
➌ (성장사다리 복원)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 개선, 중견기업펀드 4,000억 원 조성
➍ (산업대전환 가속화)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전략 순차 발표
2.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➎ (공급망연계형 통상) 양자채널 활용,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
➏ (첨단산업혁신형 통상) 첨단 지식·인력 교류 확대, 정상회담 후속 성과 창출※
※ 한미 공급망·산업협력대화 본격화 등
➐ (그린·디지털 통상) 환경 규범화에 적극 대응,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➑ (국제사회기여 통상) 개도국 난제 해결 참여 및 산업 성장 경험 전수
3.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➒ (원전 역할 강화) 신한울 3·4 환평과 사전제작 최대한 앞당겨 2024년 건설 추진, 2022년 원전 일감
1,300억 원으로 확대
➓ (수요 효율화)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등 수요정책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000개 육성, 5,000억 원 수소펀드 조성
<참고: 글로벌 그린·디지털 통상환경 개선>
◈ (배경) 글로벌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 필요
◈ (주요 내용) 글로벌 그린·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 주요국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EU CBAM 등)에 대응하고, 글로벌 그린 통상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디지털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한-싱 DPA(하반기 서명) → 싱·뉴·칠 DEPA(연내 가입협상 타결) → IPEF 디지털협상(논의 참여)
◈ (추진계획) (디지털)인태경제프레임워크 무역 필러(디지털 등) 협상 참여, 한-싱 DPA 정식서명
(2022.下), DEPA 가입협상 완료(2022.下), (그린)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필러 참여, EU CBAM 대응을 위한 EU 및 주요국과 양자협의, WTO TESSD(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및 OECD 무역과 환경
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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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 16개 지자체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2022.7.14.)

❍ [행정안전부,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 16개 지자체 선정, 2022.7.14.]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

※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6곳,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거점 조성사업 7곳,
△관광자원을 연계한 탄소중립 체험 및 공동체(커뮤니티) 조성사업 3곳 등 총 16개 지자체

- (주요 목적)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탄소중립 교육·체험을 위한 실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풀뿌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커뮤니티)를 조성·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 결과❙
연번

시도

1

서울

2

인천

3

광주

4

세종

5

경기
(2)

시군구

사업명
【 ‘도봉환경교육센터’ 그린 리모델링 및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용 】
도봉구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캠페인 등 각종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 순탄환마을, 부평(자원순환으로 탄소를 줄이는 환경마을, 부평) 】
- 4개의 주민공동시설에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주도 자원순환가계 운영※
부평구
※ (참여단체) 우리동네희망마을, 영성마을두레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마을주민
협의체, 동암마을공동체네트워크 동고동락
【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더 가치, 서구형 2045 감(減)탄 에코하우스 조성 】
서구 - 탄소저감 모델하우스로 그린 리모델링함으로써 탄소중립 체험 공간 조성 및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재활용품 무인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자원순환 문화공간 조성 】
- 주민이 많이 찾는 세종호수공원에 자원순환 체험장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교육의 장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양주

【 1일 1감탄(減炭)※ 새활용 탄소제로센터 조성 】
-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탄소중립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강사
양성 및 실천 마을 조성(재활용 프리마켓,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 새활용 배움터
및 체험장 등 프로그램 운영)
※ (1일 1감(소)탄(소)) ‘하루 한 번 이상 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자’는 뜻과
‘탄소를 감량하는 우리의 모습에 감탄한다’ 는 중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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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6

7

강원

8
충남
(2)
9

10

전북

11

12

전남
(3)

13

14

15

16

경남
(3)

시군구

사업명
【 「Eco-利-知 흥선마을」 기반 구축 】
- 유휴공간 활용하여 단독주택지 분리배출 거점을 조성하고 제로웨이스트 샵 및
리빙랩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천 유도
의정부 - 흥선마을주민네트워크(8개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 구축
※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언니네
협동조합, 스무살이협동조합, 엄마샘아뜰리에품앗이
【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 힐링타운 공간 조성 】
삼척 -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센터 및 힐링타운 조성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삼척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교육
및 체험 운영
【 민·군 화합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 마을 조성 】
계룡 - 군관사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전국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 커뮤니티 조성
【 착한 생활환경체험센터 조성 】
-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민에너지
당진
전환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하고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진시기후환경네트워크)
및 YMCA와 협업하여 그린리더 양성 및 전시관, 체험장, 재활용 실천공간, 자원
순환운동,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 완산골 손길모아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 】
전주 - 완산골은 주민공동체 주도의 탄소중립 및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마을로, 재활
용품 자원순환 거점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커뮤니티
조성 확산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거점 교육센터 운영 】
광양 - 탄소중립 거점 교육센터 조성(리모델링)을 통해 광영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 및 가상체험 등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1번지, 조성면 가온(중심)마을 만들기 사업 】
보성 - 탄소중립 교육장을 조성하여 조성면 탄소중립 추진위원회(30명, 주민, 상인, 농공
단지 입주업체 등)가 주도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로웨이
스트 샵 운영
【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리가 주인공 】
해남 - 탄소중립 실천 우수아파트(5개)에 자원순환 체험장을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주민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연극 및 영상 제작 등) 및 다양한
캠페인 등 추진
【기특한(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특별한) 기후변화테마공원 】
김해 -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유도서관과 연계하여 기후변화테마공원에 탄소중립 체험장을
조성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 등(250여명)이 활동하는 탄소중립 거점 장소로 활용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잘피숲, 편백숲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창포마을 】
창원 - 탄소중립마을추진위원회, 마산수협이장어촌계 등이 협업(97명)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교육, 체험장 운영
【 탄소없는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
하동 -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탄소없는마을 운영협의회(125명)에서 교육 및 체험 등
운영, 지구를 위한 탄소제로여행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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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12개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22.7.13.)

❍ [행정안전부, 2022년 신규 12개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 개최, 2022.7.13.]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12개 마을※이 새롭게 합류, 2022년
7월 13일, 「2022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을 개최

※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2년 신규 12곳을 포함해 전국 27곳에
조성되어 운영

- (주요 내용) 2022년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전문가 자문, 청년마을 간 소통 형성,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받게 되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운영, △각 청년마을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하여 참여자 모집,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2022년 청년마을 사업지>
◈ ① 강원 속초시(동명동), ② 강원 태백시(장성동), ③ 강원 영월군(상동읍), ④ 충남 아산시(도고면),
⑤ 충남 태안군(이원면), ⑥ 전북 군산시(신흥동), ⑦ 전남 강진군(강진읍), ⑧ 경북 경주시(감포읍),
⑨ 경북 의성군(의성읍), ⑩ 경북 예천군(효자면), ⑪ 경남 하동군(하동읍), ⑫ 경남 함양군(함양읍)

- (향후 계획) 2022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에 서울숲에서 개성 있는 청년마을의
프로그램과 상품을 전시하는 ‘청년마을 홍보전(팝업 스토어)’을 개최, 아울러
12월에는 ‘청년마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12개 청년마을 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자료 : 외교부(2022.7.11.)

❍ [외교부,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전체회의 개최, 2022.7.11.] 외교부는 2022년 7월 11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
- (개최 목적) 우리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 외교부가 지역 발전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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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금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국제관계대사 17명이 참석하여,
지자체 해외사업 관련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외교부의 협조를 요청
- (향후 계획)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자체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하고, △통합적인 지자체 지원을 위해 외교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에 기반한 사업 발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을 위한 합동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새 정부 ‘남북 그린데탕트’ NGO 대상 교육 운영
자료 : 통일부(2022.7.13.)

❍ [통일부, 새 정부 ‘남북 그린데탕트’ NGO 대상 교육 운영, 2022.7.13.] 통일부는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관련 NGO
관계자 교육」을 실시
- (주요 내용) △1~2일 차…현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방향, 기후
위기 대응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 △3일 차…산림청 남북
산림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남북산림협력 계획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
- (향후 계획) 이번 교육과정이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남북
개발협력사업의 민관협력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

◈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5.)

❍ [농식품부,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2022.7.15.] 농식품부는 우크
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귀농창업및주택구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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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대상자금 및 지원내용❙
자금명

세부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2022.7.15일부터 2022.12.31일까지 상환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
농업종합자금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 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거치기간 중인
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
※ 2022.1.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이미
▪ 일반후계농 육성자금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자금도 포함
후계농육성자금
- 우수후계농 추가 지원
(연체이자 납부 후 원래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유예 적용)
귀농창업자금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2.)

❍ [농식품부,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2022.7.12.] 농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추진

※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 (추진 배경) 감자의 경우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되어 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
- (주요 내용) 2022년 참여 물량은 8,372톤※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되며,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면적 조절, 출하 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
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 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

※ 사업 참여 실적(톤): (2020) 9,762 → (2021) 8,940 → (2022) 8,372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둘 방침
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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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ㆍ캠페인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4.)

❍ [농식품부,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 추진, 2022.7.14.] 농식품부 등 협약
기관※은 2022년 밀 수확기를 맞아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 추진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

※ 농식품부 등 협약기관(농식품부, 아이쿱생협 연합회, 에스피씨(SPC)삼립, 국산밀산업협회)은
2021년 12월 국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 이후 2022년 1월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 이번 홍보･캠페인은 실무 협의체에서 여러 단체가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추진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 주요 내용>
◈ (아이쿱생협 연합회) 전국 250여 개 자연드림 매장 내에 국산 밀 소비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전단·
포스터를 배치하고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소비를 독려, 또한 수도권 매장에서는 국산 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 증정 행사를 진행
◈ (에스피씨(SPC)삼립) ‘국산 밀 빵(베이커리)’ 4종※을 출시, 신제품 빵은 전국 130여 개 이마트
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22년 7월 14일부터 판매, 7월 27일까지 10% 할인 판촉 행사 진행
※ ① 새싹보리 단팥 호떡, ② 감자 치즈팡, ③ 유자 만쥬, ④ 우유 버터롤
◈ (농식품부, 관계기관·가공업체·생산자단체) ‘믿음이 갑니다, 우리 땅이 키운 국산 밀’이라는
표어를 활용하여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 진행, 표어를 적용한 엑스(X)-배너를 전국 180여 개
국산 밀 사용 식당·빵집 등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산 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행사도 진행
◈ (2022년 하반기) 대량 소비처인 급식에서의 국산 밀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국산 밀 데이
(Day)’를 운영, 학교급식 5개소, 단체급식 5개소, 공공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국산 밀 제품을
활용한 급·간식을 월 1회 이상 지원할 계획

◈ 식품 동향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 前 검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1.)

❍ [농식품부,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 前 검사, 2022.7.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물류
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6개월(2022년 6월~11월) 동안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
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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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해 새벽
배송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벽배송 업체)
검체의 신속한 수거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수행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 절차❙
검체 수거
~10시
20건
/격주 1회

검체 이송
~11시
→

20건
/격주 1회

정밀 검사
~19시
→

잔류농약
465~470종

결과 통보
19시

제품 처리
19시~익일

↗

적합

→

배송

↘

부적합

→

폐기

❙수거 검사 대상 농산물❙
월
6월
7월
월 8월
별
9월
※
10월
11월
다소비
농산물
채소류

품목
고수, 고춧잎, 깻잎, 상추, 시금치, 쑥갓, 열무,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고수, 당귀(잎), 바질, 상추, 시금치, 쑥갓, 열무,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고수, 고춧잎, 깻잎, 당귀(잎), 상추, 쑥갓, 엇갈이배추, 열무, 참나물, 취나물
고춧잎, 깻잎, 상추, 시금치, 쑥갓, 엇갈이배추, 참나물, 취나물, 열무, 방풍나물
고수, 고춧잎, 깻잎,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갓, 근대, 시금치, 쑥갓, 참나물, 깻잎, 알타리(잎), 유채, 상추, 엇갈이배추
가지, 고구마(줄기), 고사리, 고추, 고추(잎), 근대, 냉이,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마늘종, 머위, 무, 무청, 미나리, 배추, 부추, 브로콜리, 비름, 비트(뿌리), 상추, 생강, 숙주나물,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양상추, 양파, 연근, 열무, 오이, 우엉, 죽순,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콜라비, 콩나물, 토란대, 토마토, 파, 피망(파프리카), 호박(애호박, 당호박, 늙은호박)

※ 최근 3년간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각 10개 농산물(2018.11.∼2021)
◈ 축산 동향

낙농제도 개편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0.)

❍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2022.7.10.]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2년 7월 10일,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
개편 추진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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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2022.7.10.) 주요 내용>
◈ 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감소
-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2001년 36.5kg → 2021년 32.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증가(2001년 63.9kg → 2021년 86.1kg)
- 그러나, 국내외 가격 차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
-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은 2001년 234만 톤에서 2021년 203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2001년 65만 톤에서
2021년 251만 톤으로 증가,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

◈ 새 정부 출범 후 논의 경과
-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 톤, 가공유 31만 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20만 톤으로 수정·제시
-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
-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 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
-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2023년도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안

◈ 주요 쟁점과 협회의 주장
-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전국 쿼터량은 220만 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 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 실제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은 2022년 1월 올해(2022년)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 톤으로 전망
-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 확대, 2022년 생산량이 195만 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
- 또한,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아울러,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제품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낙농가
와의 직접 대화도 확대,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
-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 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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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
(overkill)

이슈 브리프 1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
(현안과 과제, 2022.7.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고물가(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이에 따르는 경기
침체를 우려
❍ 이에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가지는 다섯 가지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피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
❍ [1. 외환위기 수준의 인플레이션 근접]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만약 6%대 초반일 경우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이번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 초반이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6개월 만에 0%대에서 6% 내외로 단기간 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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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자료: KOSIS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2. 물가 상승률 사이클 상 정점 접근]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 정점은
2022년 6~8월 중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가세할 경우
정점 형성이 지연될 우려도 존재
-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증의 원인은 수입물가 급등에 있으나, 최근 3개월 사이
상승률 증가는 상당 부분 기저효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반대로 하반기에 들어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률 증가 압력이 약화되는 역(逆)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역사상 사례를 참고할 경우 이번 물가 급등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은 6~8월
중 형성되거나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
❙2021년 및 2022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주요국 가계부채/GDP 비율(2021년 4분기)❙

자료: KOSIS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3. 서민 체감 경기의 급락] 인플레이션이 경제고통지수의 급등을 유발하면서, 서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는 2022년 8.4p로 2001년 5월(9.0p) 이후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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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이후에도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경제고통지수가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경제고통지수 5월 기준 연도별 추이❙

자료: KOSIS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
❍ [4.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에 따른 소비 절벽 진행]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스티커 쇼크’가 ‘보복 소비’ 심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예상을 넘어서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급등으로 받는 충격을 의미
하는 용어로사용됨. 스티커(sticker)란 매장 내 제품 가격을 표시하는데 스티커를 사용하였던
데에서 유래된 것임.

-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이 급격한 속도를 가지면서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냉각이 진행
- 엔데믹과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보복 소비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이 급격한 속도를 가지면서 고물가에 따른 실물 소비침체
(스티커 쇼크, sticker shock)가 진행
❍ [5. 통화정책의 과잉 대응(overkill)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 FED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속화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우리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과잉 대응할 우려가 존재
-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와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 현상에 직면
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022년 7월※이나 8월 중 빅스텝※※(0.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2022.7.13.)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으며,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 스텝’(0.50%
포인트인상)에 나선 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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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함.
- 그러나, 국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overkill’과 그에 따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
❙한국 및 미국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주요국 가계부채/GDP 비율(2021년 4분기)❙

자료: FED,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자료: BIS
주: Total credit to households (core debt).

<시사점>
❍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쇼크를 극복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 첫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고물가 고착화 방지 목적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나, 통화정책의 ‘과잉 대응(overkill)’에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도
고려
- 둘째, ‘물가 안정’과 ‘경기 진작’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경제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
- 셋째, 포워드가이던스(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 또는 중간값 제시
등) 도입을 통해 금융·통화당국과 시장(민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금융·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
- 넷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
- 다섯째, 三重苦(高원자재가, 高환율, 高금리)에 따른 생산 부문의 활력 약화를 방지
하기 위해,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23 -

⎗ 아젠다 발굴

이슈 브리프 2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현안과
과제, 2022.6.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야별
국정목표 6개와 이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제시
- 통일·외교·국방정책 추진의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18번째 약속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
- 여기에는 국정과제 93번 북한 비핵화 추진,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95번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가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
-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94번에 포함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검토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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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최근 환경 및 보건 부문의 전 지구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데탕트 정책을 발전적
으로 계승
- (그린데탕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녹색한반도 정책) 녹색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실천
▪ 한반도 생태축 구축,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묘목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협력 등
북한 산림녹화사업 수행, 단천지역 광산 개발 및 자원개발협력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

-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
▪ 남북관계 상황 진전을 감안하여 녹색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남북 간 농업협력,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등이 목표

- (문재인 정부의 그린데탕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도 DMZ의 생태·평화적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DMZ 환경·관광 벨트 조성 내에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내용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 정치적 색채가 옅은 환경, 감염병 등
신(新)안보 관련 이슈 협력을 기제 삼아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의 갈등을 협력
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
▪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
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
▪ 특히,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남북한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남북 양자 간 혹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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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모두 파리기후협약의 당사자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후 관련 목표를 이행

❙윤석열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 비교❙

자료: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2008.110대
10.22;국정과제』,
관계부처합동,2022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5
.
2
8;
제20대
『윤석열정부
5월 자료
참고 저자 작성
<북한의 재난 대응 및 지속가능 경제발전 모색 현황>
❍ 북한 당국은 자연재난과 감염병 및 환경 분야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피해와 경제발전에 주는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지난 30년간(1991~2020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이 가운데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 등이 134건으로 약 49.3%를 차지
❍ 북한은 국제사회의 재난 위험 경감 기본 전략인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기초하여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
감소전략(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지역재해위험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경보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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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지속되는 자연재해를 체제나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 및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
수립, 2019년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의 UN기후변화협약 제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또한, 불안정한 화력·수력 중심의 에너지공급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강조하는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모색
❍ SDGs 이행 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용량을 확충하고 천연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SDGs 목표 7.2)를 세웠고, 그 밖에도 에너지·
탄소배출 저감형 건축공법 도입, ‘재자원화’ 정책 강조, 지속가능 관광 정책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북한의 수요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추구)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남북교류협력 모색
▪ ‘지속가능발전’ 어젠다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 협력
에도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한반도 동반 성장 모색) 남북교류협력의 효과가 어느 일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
▪ 남북한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 결합을 통해 상호보완적, 호혜적 교류 협력을 추구하고, 협력 범위와 방법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실시
▪ 여건 조성 시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비핵화 진전 상황 따라 재해 대응 인프라 지원 및
협력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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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기후변화 관련 환경협력 추진
❍ 남북 간 초국경 질병 예방 및 방역, 재난재해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초국경
질병 예방 및 방역 협력 추진 필요
▪ 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등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추진
▪ 공동방역 등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추진

- 홍수, 가뭄, 태풍 등 남북 간 재난 예측 및 경보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접경지역
자연재해 관련 공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
▪ 남북 기상정보교환 및 기상 인력·기술 교류 추진, 기상설비 현대화 관련 협력은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

- 북한의 호응도와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질 현황 분석 및 미세먼지
측정 및 예측,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인프라 구축,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 협력 등 단계적 협력 확대 가능
② 산림·농업 분야 협력 강화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 협력 강화
- 재선충·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병해충 피해
확산을 차단,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할 필요
▪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와 공동 방제 작업 실시, 방제·방역 관련 남북
전문가 기술 교류 등을 추진
▪ 산불방지 공동 대응, 사방사업 등 한반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산림과학기술 관련
남북 공동 토론회 등 전문가 교류 기회 확대

- 평양 순안양묘장, 개풍 양묘장, 금강산 양묘장 등 남북 간 협력 경험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양묘장 현대화사업 관련 영농장비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력장비 지원‧설치, 전문가 운영·유지관리
교육 추진

❍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을 위한 정보
교류, 관리 및 운영기술 관련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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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단계적 협력 추진
▪ 민간단체를 통한 기존 협력 추진 경험을 보유한 금강산 내 영농장(금천리, 온정리, 삼일포 등), 양돈장
(금천리, 삼일포, 성북리 등), 양묘장 등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 북한은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수립 후 1년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10개년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현존 축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대규모 남새 온실
농장을 건설하는 한편, 농업과학연구기지 첨단화 등을 목표로 삼음.

- 비핵화 상황 진전을 고려하여 「남북 신재생에너지 교류센터(가칭)」 설립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남북이 지속적으로 기술, 인력 등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③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 DMZ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DMZ
내 관광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을 추진
▪ DMZ 역사·문화·생태·관광 관련 남북 전문가 교류 및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심포
지움과 접경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 설악산~강원생태평화~연천임진강~금강산 등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
▪ 생태관광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하고, 이러한 협력 경험을 토대로 남북 공동의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시도할 필요

❍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 공동 협력 기구 구축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바 있는 ‘접경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
하여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 과거 동서독은 1973년 접경위원회를 설치해 공유하천 보호 및 수자원 분야 협력을 비롯해 주민들의 왕래를
위한 교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 남북한도 독일의 협력사례를 토대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그린
데탕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
▪ 이와 함께, 남북한이 공조하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내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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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아프리카 무역 현황과 미래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The future of EU-Africa trade relations”(2022.6.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아프리카 무역 현황과 미래
❍ EU 시장으로의 접근은 현재 검토 중인 일반특혜관세(GSP)와 같은 특혜 협정 및
다양한 무역 협정에 의해 촉진됨.
-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북아프리카 국가들 및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과의 경제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아프리카 무역의 약 1/3(수출 33%, 수입 31%)을 차지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 중 아프리카 수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16.3%)이며, 다음으로
독일(15.7%), 스페인(12.7%), 이탈리아(12.3%), 네덜란드(12.0%) 등의 순임.
- EU 회원국들 중 아프리카 수입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19.5%)이며, 다음으로
이탈리아(17.0%), 프랑스(16.9%), 독일(15.0%), 네덜란드(11.9%) 등의 순임.
❙EU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현황(2011~2021)(단위: 10억 유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Eurostat

수출(A)
124
137
141
142
143
134
139
143
145
124
146

수입(B)
132
162
147
137
118
101
116
135
136
101
142

차이(A-B)
△9
△25
△5
5
25
33
23
8
8
24
4

❍ 2021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공산품(67.7%)이며, 수입 품목은 기본상품(64.6%)임.
- 공산품과 기본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무역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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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EU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비중(2021)(단위: %)❙
연도
식음료
기본상품
원재료
에너지
화학
공산품
기계 및 차량
기타 공산품
기타 상품

자료: Eurostat

수출(A)
12.4
3.9
14.3
15.2
32.5
20.1
1.7

수입(B)
13.2
8.6
42.8
4.3
13.2
16.4
1.4

차이(A-B)
△0.8
△4.7
△28.5
10.9
19.3
3.7
0.3

❍ 유럽의회는 본희의에서 EU-아프리카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아프리카 내 신흥국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아프리카의 산업화, 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AfCFTA) 확대 등이 주요 요인임.
- 또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노력이 이루어
졌으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발생하였음.
❍ 본회의는 국제통상위원회(INTA)의 보고서와 농업위원회(AGRI) 및 개발위원회(DEVE)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보고서는 EU와 아프리카연합(AU)의 ‘공동비전 2030(Joint Vision 2030)’에 대한
완전한 약속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간주함.
-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염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채 위기, 불법적인 금융
흐름, 탈세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함.
- 또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투자와 함께 아프리카의 세계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EU의 더욱 강력한 지원을 요구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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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 개정 논의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生物多様性戦略改定に向けたこれまでの議論の整理」
の公表について”(2022.6.2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 개정 논의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6월 22일,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 개정을 위한 지금
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성에서는 2007년 7월,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을 책정(2012년 2월
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더욱 중시한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추진해 옴.
❍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2020 GBF)’를 협상 중임.
- Post-2020 GBF는 2022년 개최 예정인 생물다양성협약 COP15에서 채택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이 책정될 예정임.
❍ 농림수산성은 2018년 8월에 ‘신(新)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 검토회’를 설치
하여, 국내·외 논의 및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등을 바탕으로 전략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도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대처와 함께 간접적인 원인인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과의 관계성이 강화되고 있음.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산림·임업 기본계획, 수산
기본계획 등과 정합성을 맞춰 관련 정책을 통일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전략 대응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재검토해야 함.
-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성이 인식되어 각 주체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공급망 전체
에서 대응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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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 및 농산어촌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산 현장을 지탱
하는 농림어업자 이해 촉진
-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행동 변화 촉진
- 기업이 자연자본의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임할 것을 촉진하여 ESG
투융자 확대로 연결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대책이 시너지와 상쇄 효과가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응 추진
❙생물다양성 전략 개정 논의 주요 내용❙
지구환경
농업
산림·임업
수산

• 환경과제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문제해결
• 생물다양성 보전을 보다 중시한 농업생산 및 전원 지역, 산간 지역 정비·보전
• 산림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적절한 산림 정비
• 해양환경 보전·재생과 수산자원 적절한 관리

야생동물

• 산간 지역 및 산림의 적절한 정비와 농림수산업, 생태계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자원순환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조달, 유통, 소비 및 자원순환 구축

이해 양성

• 생물다양성 이해 양성 및 행동 변화 촉진(정보 공유, ESG 투융자 확대 등)

농림수산 공간
유전자원
연구·평가
시행체제

• 풍부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형성 등 다원적 기능 발휘
• 귀중한 유전자원 수집 및 지속적인 이용
• 생물다양성 보전·재생 대응에서 기인한 효과 가시화
• 공급망 전체에서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전략’ 실행 촉진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b_kankyo/2206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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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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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
❍ 한국농업경제학회는 2022년 7월 7~8일,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향후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공유
- 새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선 새 정부의 대표 농정공약인 공익
직불제 차질 없는 확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선 청년농 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하므로 학령기부터 농업교육 체계 구축, △농촌 활성화와 도농 문제도
함께 해결
❍ 신정부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신정부는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농업의 중요성을 약화시켰고 그로 인해 도농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책임있는 농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혀
❍ 김태균 경북대 교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김태균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된 공익기능 평가 결과들은 연구자별로 공익기능
분류체계가 상이해서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며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못해
공익기능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알 수 없었으며 지역별 평가도 못 해 지역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평가를 위해 공익기능을 △식량안보, △환경·생태계
보전, △경관·문화적 전통유지, △휴양·치유 기능, △지역사회유지·사회경제적
기능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식량의 안정적 공급, 생물다양성 유지 등 21개 세부
항목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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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대 교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청년들이 창농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
농업인 지원 원스톱 포털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
- 이는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들이 다양한 포털을 운영하며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포털들 간 연계가 안돼 실제로 청년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촌 지원강화와 성장환경 조성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도농상생에 기반한 농촌재생’을 제시
- “도시민에게 농산어촌 정주·체류·활동 기회를 제공해 농촌 지역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 △주거 지원, △농촌형 경제활성화,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정비, △기반 구축 등을 제안
❍ 종합토론에서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 5조 확충 공약으로
2022년 안에 직불제에 대한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2017-2019 단서 조항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도 구제할 계획”이며,
“향후 어떤 명분으로 직불금 지급을 확대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계열로 공익 증진 효과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정부도 평가기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한편,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스마트팜은 연중 생산을 가능케 해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결국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생산뿐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지도 정부가 고민해 청년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
❍ 임정빈 서울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장)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메가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최소화
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라면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
자료: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는?”(농민신문, 2022.7.11.), “농업·
농촌 공익기능 평가체계 정립…‘직불 5조’ 공약 뒷받침을”(한국농어민신문,
2022.7.11.), “신정부 농정 방향 제시 토론의 장 열려…청년농업인 지원·농촌
공익기능 강화 등”(농수축산신문,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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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14.)

개요
❍ [농식품부,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7.14.]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
❍ [곤충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66억 원 ＞ 동애등에 109 ＞ 갈색거저리 39 ＞
장수풍뎅이 28 ＞ 귀뚜라미 26 ＞ 사슴벌레 14(꿀벌 제외)

※ 2020년: 흰점박이꽃무지 147억 원 ＞ 동애등에 93 ＞ 갈색거저리 33 ＞ 귀뚜라미 32 ＞
장수풍뎅이 29 등

- 2021년 판매액(446억 원)은 2020년 판매액(414억 원)에 비해 7.7% 증가하였고,
동애등에(사료용 곤충)는 109억 원으로 2019년 94억 원에 비해 16% 증가
❍ [업 신고] 2021년 곤충 업 신고 농가·법인은 3,012개소※로 2020년 2,873농가 대비
4.8%로 소폭 증가

※ 생산업 2,845개소, 가공업 554개소, 유통업 1,385개소(일부 중복)

- (지역별 신고현황) 경기 744개소 ＞ 경북 515개소 ＞ 충남 364개소 순
- (곤충별 생산 현황) 흰점박이꽃무지 1,208개소 ＞ 장수풍뎅이 410 ＞ 갈색거저리
271 ＞ 귀뚜라미 251 ＞ 동애등에 223 ＞ 사슴벌레 129 ＞ 누에 67 ＞ 나비 29
＞ 반딧불이 12 ＞ 기타 106
❍ [사업 주체] 신고자 중 농가형 1,820개소(60.5%), 업체형(사업자등록 개인) 874개소
(29.1%), 법인형(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 314개소(10.4%)
- 부업(50% 이하) 1,470개소(48.9%), 주업(전체소득의 80% 이상) 958개소(31.8%), 겸업
(80~50%) 580개소(19.3%)
❍ [곤충사육사] 판넬 1,112개소(36.2%) ＞ 비닐하우스 713(23.2%) ＞ 태양광곤충사육사
465(15.2%) ＞ 철골(콘크리트) 360(11.7%) ＞ 컨테이너 168(5.5%) ＞ 기타※ 250(8.1%)

※ 기타: 일반창고, 작물재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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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사 평균 규모) 태양광 곤충사육사 614㎡, 철골(콘크리트) 308㎡, 비닐하우스
269㎡, 판넬 245㎡, 컨테이너 111㎡ 등
❍ [곤충 용품] 판매장※은 전국 208개소(대형마트 167, 독립매장 40)이며, 곤충 16억 원,
상자 7억 원, 표본 6억 원, 먹이 5억 원 등 총 36억 원 판매

※ 학습･애완용 곤충은 전국의 판매 매장, 식용곤충은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

❍ [산업인프라] 곤충연구소 17개소,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 체험학습장은 96개소
❍ [곤충 축제] 지자체 곤충축제 총 17개소, 방문객 121만 명※ 참여

※ 예천세계곤충엑스포(5월, 63만 명), 용인n곤충 온라인 페스티벌(10월, 27만 명), 함평나비축제
(5월, 15만 명) 등

❍ [지자체 재정지원] 시·도비, 시·군비 총 116억 원(국비 포함)이 곤충사육 시설·
장비 지원, 유통활성화 및 곤충 관련 행사에 지원
❙연도별 주요 통계표(단위: 개소, 백만 원, 명, %)❙

2,845
554
1,385

증감
(B-A)
162
△16
△19

증감률
(B-A)/A
6.0
△2.8
△1.4

2,873

3,012

139

4.8

2,854
(407)
1,561
(152)
14,741
(1,242)
3,284
(274)
9,305
(166)
3,154
(279)
6,492
(186)
41,392
(2,706)
92
16
108
4,193

2,769
(410)
1,411
(129)
16,552
(1,208)
3,927
(271)
10,884
(223)
2,613
(251)
4,271
(106)
44,593
(2,706)
96
14
100
4,789

△85
(3)
△150
(△23)
1,811
(△34)
643
(△3)
1,579
(57)
△541
(△28)
△2,221
(△80)
3,201
(0)
4
△2
△8
596

△3.0
(0.7)
△9.6
(△15.1)
12.3
(△2.7)
19.6
(△1.1)
17.0
(34.3)
△17.2
(△10.0)
△34.2
(△43.0)
7.7
(0)
4.3
△12.5
△7.4
14.2

구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생산
가공
곤충업
유통
개소수
소계
(중복포함)
장수
풍뎅이

2,008
422
1,088

2,180
499
1,209

2,368
525
1,338

2,683
570
1,404

2,136

2,318

2,535

2,338
(415)
1,109
(158)
16,646
(1,195)
2,402
(282)
848
(51)
5,649
(384)
5,510
(93)
34,502
(2,578)
87
13
100
3,194

2,643
(425)
1,316
(160)
15,338
(1,305)
2,687
(291)
2,193
(60)
4,586
(399)
8,743
(119)
37,506
(2,750)
90
13
103
3,341

2,627
(352)
1,270
(200)
18,904
(1,265)
2,813
(265)
5,988
(94)
4,274
(322)
4,654
(121)
40,530
(2,576)
89
14
103
3,609

사슴벌레
흰점박이
꽃무지
갈색
1차 산물 거저리
판매액
(농가수) 동애등애
귀뚜라미
기타
소계
(중복포함)
체험학습장
인프라 생태공원
소계
곤충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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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22년 6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7.9.)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120.1
115.0
93.0
91.9
98.0
95.9
95.1
102.5
99.4
95.2
92.5
91.1
93.3
94.0
95.9
98.0
101.4
105.6
108.6
98.1
113.5
116.6
119.2
122.1
128.1
125.3
124.6
128.0
129.2
133.2
135.3
133.7
125.7
135.6
141.1
159.7
158.4
157.9

106.2
112.2
96.7
91.0
97.7
94.9
100.0
103.6
100.5
99.4
96.9
95.4
94.8
92.2
92.2
91.5
91.8
93.3
94.8
95.5
96.0
97.8
100.8
104.3
107.4
110.7
114.1
113.4
112.7
112.0
112.5
111.0
107.7
112.1
113.4
119.3
121.9
122.7

140.9
130.2
87.1
82.6
108.0
107.3
102.8
103.8
102.9
101.5
95.8
94.4
98.3
101.8
102.1
102.3
104.5
105.4
109.2
101.8
111.2
113.1
117.5
119.1
121.1
119.9
116.7
116.2
118.1
121.5
126.0
129.0
119.1
132.6
141.5
145.8
146.7
143.9

129.1
115.8
95.9
88.3
91.0
100.8
96.6
100.7
99.6
98.0
99.6
98.0
97.3
97.3
99.2
104.3
112.1
114.8
116.4
103.1
125.0
126.1
123.9
126.2
133.7
130.3
126.3
130.4
132.8
137.1
141.4
140.5
131.2
140.6
145.3
170.1
169.7
173.5

119.5
110.6
89.9
99.4
101.9
87.8
83.2
108.7
97.6
85.4
81.2
77.8
86.6
93.2
98.7
104.6
106.5
121.9
131.2
99.4
138.9
147.5
159.3
162.2
174.9
157.7
155.5
165.9
168.6
184.8
184.6
178.5
164.9
185.9
201.7
251.8
237.5
229.2

109.5
105.2
83.2
111.6
99.1
77.4
78.6
87.5
91.4
73.9
63.2
67.8
74.9
76.0
81.1
79.0
84.7
87.5
87.1
79.5
94.2
100.2
96.2
100.0
106.8
107.7
109.6
120.5
121.2
119.1
120.2
116.4
109.3
112.7
110.5
117.9
121.5
120.4

154.2

124.7

149.8

166.3

211.8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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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자료 : 기상청(2022.7.12.)

개요
❍ [기상청,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2022.7.12.]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21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한반도 이산화
탄소 농도와 관련하여 2021년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기상청은 우리나라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실가스감축등국가정책 대응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입자상 물질(에어로졸) 등을 1987년부터 감시해오고
있으며, 관측 결과는 매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2001년∼)를 통해 발표

주요 내용
❍ 한반도에서 가장 긴 실시간 온실가스를 관측해 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이산화
탄소 배경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측 이래 최고농도를 경신(423.1 ppm)
하였으며, 연간 증가율도 2019년 이후 2.7 ppm으로 유지
- 고산(421.5 ppm), 울릉도(420.8 ppm) 감시소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역시 전년도
대비 2.6~2.8 ppm 증가하여 최근 10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전지구 평균※
(414.7 ppm)도 전년도보다 2.3 ppm 증가하여 최고농도를 기록

※ 전지구평균농도는미국해양대기청발표값으로세계기상기구에서2022.10월확정발표예정
- 특히, 2021년 메탄의 농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안면도 메탄 배경농도는 지난
10년 증가율(연간 10 ppb)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22 ppb가 상승하여 관측 이래
최고 농도(2,005 ppb)이며, 그 증가세가 가속화※

※ 메탄 증가세의 가속화는 한반도(안면도, 고산, 울릉도) 뿐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으로,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7 ppb가 상승한 1,896 ppb로 기록
되었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 전지구 평균(722 ppb)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
❍ 우리나라 연평균 입자상 물질(PM10)의 질량농도는 2020년까지 감소(안면도) 또는 유지
(고산)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잦은 황사의 영향으로 2020년에 비해 높게 관측
- 안면도에서는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1년에 빈번하게 관측된 황사※
로 인해 전년도(27 ㎍/㎥)보다 약 22% 증가한 33 ㎍/㎥으로 관측

※ 2021년 황사 관측 일수는 10.8일로 전년도(2.7일)의 약 4배, 평년(1991-2020년, 6.4일)의 1.7배
수준이며, 5년 만에 황사경보가 2차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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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