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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
운용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22.8.30.)·농촌진흥청(2022.8.31.)·농림축산식품부(2022.9.1.)

개요
❍ [정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2.8.30.]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 →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 2023년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0조 원(최종예산 대비 △6.0%)
❍ 역대 최대규모(△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여력을 확충
-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
❙2023년 재정운용 모습(단위: 조 원, %)❙
구분
◇ 총수입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국가채무
(GDP 대비, %)

2022년
본예산
553.6
(14.7)
607.7
(8.9)
△54.1
(△2.5)
△94.1
(△4.4)
1,064.4
(50.0)

2회 추경
609.1
(26.2)
679.5
(21.8)
△70.4
(△3.3)
△110.8
(△5.1)
1,068.8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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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
625.9
(13.1)
639.0
(5.2)
△13.1
(△0.6)
△58.2
(△2.6)
1,134.8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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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4조 원 → 3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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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7.4조 원 → 31.6으로 큰 폭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
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月 154만 원 → 162으로 상향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권 탈락 우려 등을 감안, 생계·의료
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4.8만 가구를 추가 보호
-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보 7대 급여 예산이 16.8조 원
→ 19.1으로 크게 증가
❍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 → 130로 완화하고, 특고·예술인에 대해 사업장 기준(10인 미만)을 면제하는
등 28만 명을 추가로 지원(+1,800억 원)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2,580억 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약자 두텁게 보호: 23.2조 원 → 26.6조 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2조 원 → 26.6으로, 전년 대비 14% 이상 증액
❍ 장애인은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月 4만 원 → 6으로 50% 인상하고
(1,424억 원 → 2,150),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을 日 최대 8시간, 月 154시간까지 확대
- 또한,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
(238억 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 원 → 90으로 인상
❍ 자립준비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을 月 30만 원 → 40으로 인상
❍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이 되는 소득 기준을 2022년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 → 58로 상향한 데 이어, 2023년에 추가로 60%로 상향함에 따라
3.8만 명이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0.42조 원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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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 확대, 생계비 경감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 4.7조 원 → 5.5조 원
❍ 밀 비축을 1.4만 톤 → 2.0으로, 수산물 비축을 1.3만 톤 → 3.2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축 예산을 2,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
❍ 에너지 바우처를 年 12.7만 원 → 18.5(1,389억 원 → 1,824)으로 인상하고, 농축
수산물 할인쿠폰도 590억 원 → 1,690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적극 지원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11.0조 원 → 12.1조 원
❍ 2023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은 직접일자리 등 정부 직접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
- 대기업 등이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직업훈련
전체 예산을 2.5조 원 → 2.7으로 확대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6.0조 원 → 8.0조 원
❍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경작자 56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0.3조 원을
투입하는 한편,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 4.7만 가구에 대한 年 120만 원의 직불금
지원(512억 원)을 신설

※ 과거(2017～2019년 요건)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 삭제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2023년 60개소(444억 원),
2027년까지 총 3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생활권정비사업도 45개소 → 85로 2배
수준 확대(320억 원 → 735)
❍ 또한,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를
10.9조 원 → 12.7으로 2조 원 수준 확대
 부모급여 月 70만 원 신설 등 저출산 대응 강화: 6.0조 원 → 7.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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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1.6조 원 규모의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고, 2024년
부터는 50~100만 원으로 급여액을 인상할 계획
❍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 명 →
48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年 840시간 → 960으로 늘리는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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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

 반도체 1조 원 투자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2.8조 원 → 3.7조 원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 원을 집중 투입
- 특히, 시급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5
만 명 → 2.6으로 확대(0.18조 원 → 0.45)하고, 2031년까지 15만 명 추가 양성
❍ 원전의 경우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0.7조 원을 지원
 핵심전략기술에 4.9조 원 집중 투자: 4.0조 원 → 4.9조 원
❍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5조 원을 투자

※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에 0.4조 원※을 반영

※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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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 8.1조 원 → 8.9조 원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 등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데 0.4조 원 투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통합주소체계, 맞춤형 국세법령정보, 디지털 국민정책제안 등

❍ 우리 경제의 저탄소화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 등의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3.8조 원 → 9.4)하는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총 3.4조 원을 편성
- 아울러, 무공해차 29만 대 추가 보급, 첨단폐기물 처리시설을 6개소 신설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물 등 분야에 5.1조 원을 지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2.7조 원 → 3.2조 원
❍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 글로벌 공급망 관련 설비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를 10%p 상향
❍ 해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석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공공부문 비축 예산도 0.3조 원 → 0.5
으로 확대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3.8조 원 → 4.6조 원
❍ 민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연계 지원하는 Pre-TIPS, TIPS(민관협력창업자육성), Post-TIPS
등 사업의 지원물량을 1.1천 개사 → 1.6로 대폭 확대(0.3조 원 → 0.4)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2.9만 명 → 3.4(1,196억 원 → 1,514)으로 확대하고, 2023년 2회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0.3조 원)※을 지속 지원

※ 캠코를 통해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인수 →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6만 개 → 7로, 스마트공방을 1,000개 → 1,500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도 병행(0.16조 원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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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안전ᆞ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방예산 57조 원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 뒷받침: 54.6조 원 → 57.1조 원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54.6조 원 → 57.1으로 대폭 확대
❍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 기준)을 月 82만 원 → 130으로, 급식비 단가를
日 1.1만 원 → 1.3으로 인상하는 병사 생활 여건 개선에 6.2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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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 원 → 6으로 인상, 주택수당을 月 8만 원 → 16
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0.7조 원을 편성
 ODA 대폭 확대 등 능동적 외교협력 강화: 4.0조 원 → 4.5조 원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3.9조 원 → 4.5으로 대폭 확대
-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등에 따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0.3조 원),
글로벌 보건기여(0.1조 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 원조(0.1조 원) 등에 중점 투자
 보훈급여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 5.9조 원 → 6.2조 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유공자 간 급여격차 개선을 위해 7급 상이자 등의 일부 급여는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4.6조 원 → 4.8)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23년에 月 35만 원 → 38으로 인상하고, 2027년 50만 원
까지 인상할 계획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6.9조 원 → 4.5조 원
❍ 2023년도 방역예산은 사전예방, 방역대응, 사후보상 등 전 주기에 걸쳐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4.5조 원 규모로 편성
- 백신 1.5천 만회분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年 4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거 중심의 방역체계 뒷받침
-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감염병환자를 상시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
병상 1,700개 구축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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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등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5.2조 원 → 6.1조 원
❍ 수해 등 재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데 총 5.8조 원※을 투자할 계획

※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총사업비 0.9조 원)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1,000억 원
→ 1,500으로 1.5배 확대

❍ 또한, 재난 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를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 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데 0.3조 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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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별 주요 지원❙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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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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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재정운용 기본방향] ➊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➋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적극 수행, ➌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기조 뒷받침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➊ (사회)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망 지속 강화
- 직접 일자리, 고용 장려금 등 정부 직접 일자리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집중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종합 지원하고, 교육격차 및 교육비 부담 완화

➪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
➋ (경제) 경제운용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 미래전략산업 육성, 초격차 기술개발,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등 역동경제 실현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대응 한시 확대 소요는 감축하고, 민간주도 벤처창업·스케일업 및 중소
기업 기술기반 혁신 지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핵심자원 비축·도입선 다변화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주요 식량작물 등 식량안보 확대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

➪ “자율과 창의 중심의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실현”
➌ (행정) 전략적 ODA 활용, 튼튼한 안보역량 구축, 국민 안심사회 실현, 유능한 정부 구현 등 행정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사건사고 대응력 제고 및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구축을
통한 편익 증진
- 핵심전력 보강,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과 함께 병 봉급 인상, 의식주 개선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복무여건 개선 병행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

➪ “국민보호 및 국제사회 연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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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분야
❍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 자급률이 낮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곡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지원
- 비축 및 재배면적 관리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할인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식재료 물가도 안정화
❍ 농·어업 직불금 확대 개편 및 농어업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및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가뭄·홍수 등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보강
하고,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피해지원 지속
❍ 스마트 농어업 확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 APC 확충,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 등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소비 全 과정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
-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팜 등
일자리·정착자금·거주공간 등을 종합 지원
❍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 살기 좋은 농어촌조성
- 고령 농어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연금 및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생활권 확대, 민간 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증진 신규 착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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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단위: 조 원, %)❙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 17조 2,785억 원
❍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 2023년 예산은 2022년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

※ 농식품부 정부안: (2020) 15조 2,990억 원 (2021) 16조 1,324억 원 (2022) 16조 6,767억 원
최종 확정 예산: (2020) 15조 7,743억 원 (2021) 16조 2,856억 원 (2022) 16조 8,767억 원
※※ 20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0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0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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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
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예산은 실질적으로 2022년
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2018) 0.08%, (2019) 1.1%, (2020) 7.6%, (2021) 3.2%, (2022) 3.6%

❍ 농식품부는 ➊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 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023년 예산을 집중 편성
1.

식량주권 확보

◈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
-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분질미, 가공용으로개발된쌀로전분구조가밀과유사하여일반쌀보다밀가루대체에유리
❍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제고
-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
-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
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

※ (이모작) 동계+하계작물ha당250만원, (단작) 동계작물ha당50만원, 콩·가루쌀ha당100만원
※ 자급률 목표: (밀) 2020년 0.8% → 2025년 5.0%, (콩) 2020년 30.4% → 2025년 33.0%

-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

- 16 -

⎗ 정책동향

2.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

❍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
-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 → 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2% → 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
-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
-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
억 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
(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
❍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
-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 원)을 추가 설치
-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신규, 30억 원)을 구축

※ 생산･유통조직의 출하 약정 관리, 정보 공동 활용, 상품정보서비스 제공 등 농산물산지유통
센터(APC) 운영 지원(2023～2024년)
❍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원, 총 1,09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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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
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
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
3.

농가 경영안정 강화

◈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
❍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
-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 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확대(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

※ 2017～2019년중직불금을지급받았던농지만대상으로하는요건폐지(2022년법개정예정)
-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126억 원)하고,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
❍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
- 주요 농산물 비축(34만 톤, 5,620억 원 →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톤, 552억 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
-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판로도 확보
4.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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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

※ 농약･비료 저감, 생태계 보전, 마을 청소, 경관 정비 등을 위한 주민활동비 지원

❍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

※ (위치) 전남 해남군, (총사업비) 594억 원, 국비 100%, (사업기간) 2023～2026년

-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
❍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 농촌의 보육시설(185
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31.6만 세대 → 33.7),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100만 원 → 10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1천만 원 → 5)･휴업급여금(2～3만 원/일 → 6)
❍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
-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
-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

※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 개발 등
❍ 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2022.12.2.)에 최종 확정될 예정

- 19 -

⎗ 정책동향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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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단위: 백만 원)❙
사업명

예산

쌀가루 산업화 지원

7,100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2,135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4,875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경쟁력
강화기술개발(R&D)

4,407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927

농업 분야 창의 도전형
융복합모델개발(R&D)

750

반려동물 산업육성

400

맞춤형 농지지원
(융자)

농산물온라인
거래활성화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지
先임대 後매도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5,448

통합플랫폼구축

4,622

거래소운영지원

240

국제곡물 해외
1,265
유통망 확보 지원
사료구매자금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

농지 상시 조사
분석시스템 구축
디지털 식품
국가식품산업
정보 플랫폼
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
농산물공동출하 도서지역 내륙거점
확대지원
통합물류운영 지원
농공단지형스마트 농공단지형스마트
그린기술도입모델 그린기술도입모델
축사시설현대화 젖소육성우 목장
곤충미생물
산업육성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농식품통합정보
체계구축(정보화)

8,160

14,384
1,734

사업내용
쌀의 구조적 수급 문제 해결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의 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지원
(전문 재배단지 육성 40개소, 제품개발 15개, 소비판로 4개소)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전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센터 구축(2023~2026)
농촌 일손 부족 등 현장 수요 기반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국제협력연구 지원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필드 테스트베드’ 조성과 실증데이터
분석실 및 장비 구축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D 지원
반려동물 안전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갈등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운영비 등 지원
청년농 농지 수요에 맞는 농지 매입 후 청년농에게 先임대 後매도
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20ha)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농지를 매입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조성 이후 청년농에게 농지 임대·매도(6ha)
다양한 품목·유통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도매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전국단위 농산물 도매 온라인 시장인 온라인거래소 통합 플랫폼
구축 대응 및 초년도 거래소 운영지원
국제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민간 업계 주도의 해외
곡물 유통망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500억 원 규모)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등 영향,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6,450억 원 규모)
농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상시조사·분석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농지 종합정보 관리

3,044 식품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식품정보플랫폼 구축·운영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물류비 추가 부담 경감을 위해 내륙거점 통합
물류센터(4개소)를 통해 농산물 집적화 후 소비처 공급 지원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해 첨단
4,168
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
1,000

800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자금 지원

천연소재 전주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거점화,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500
표준화 허브 구축
(시설·장비) 구축(공동 활용)
유기동물입양센터
유실·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180
설치지원
등에 반려동물 입양에 특화한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2개소)
농식품 빅데이터
민간 생산 농식품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 공공·민간데이터를
1,352
거래소(KADX) 운영
융복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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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1조 2,525억 원
❍ 농촌진흥청은 2023년 예산안을 2022년(1조 1,893억 원)보다 632억 원(5.3%)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 ➊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 2,406억 원, ➋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30억 원, ➌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38억 원을 편성
❙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 2023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2022년 1조 1,893억 원 대비 632억 원
(5.3%) 증액된 1조 2,525억 원
❙2023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단위: 억 원)❙
분야별

2022예산(A)

2023예산안(C)

합계

11,893
10,031
7,133
2,514
242
142
239
1,623

12,525
10,652
7,604
2,594
209
245
244
1,629

□ 사업비
◦ 연구개발
◦ 기술보급
◦ 정보화
◦ 기타사업
□ 기본경비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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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C-A)
632
621
471
80
△33
103
5
6

%
5.3
6.2
6.6
3.2
△13.6
72.5
2.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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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
자료 : 질병관리청(2022.9.1.)

❍ [질병관리청,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 발표, 2022.9.1.]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 국내 2가백신 도입 일정
구체화 등에 따라,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발표
-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 발표) △국내·외 2가백신
개발 및 허가동향, 항체가, 안전성 등 2가백신 연구결과 등을 고려,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수립, △동절기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건강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중심 접종 시행 예정
- (노바백스 백신 접종연령 관련 실시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 승인
(접종 연령: 18세 이상 → 12세 이상)에 따른 실시기준 변경, △2022.9.5일부터
청소년(12~17세) 노바백스 접종 가능, △청소년 기초접종률은 66.2%, 3차 접종률
11.0%, 아직 기초접종 및 3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접종 당부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 사전예약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활용, △사전예약 2022년 9월 1일(목)~,
당일접종 9월 5일(월)~, 예약접종 9월 13일(화)~, △추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차
및 추가접종 등 활용 범위 확대 예정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신규 출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2.8.29.)

❍ [중소벤처기업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신규 출시, 2022.8.29.] 중소
벤처기업부는 2022년 8월 29일, 전용앱 활용, 본인 소지 신용·체크카드에 상품권
충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로 출시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이동통신(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
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009년부터
발행, 출시 당시 200억 원 수준으로 시작해 2022년에 3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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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소비자의 소비유형(패턴) 및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주 고객층인 장·노년층
뿐만 아니라 2·30대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농업·농촌 동향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8.31.)

❍ [농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2022.8.31.]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22.8.31.)에 따라 2023년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2022년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2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

※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참고: 영농규모별 고용허용인원 개편 세부 내용❙
구분

총고용
허용인원
신규고용
허용인원

현행
개편
현행
개편

1구간
2명
4명
1명
2명

2구간
5명
7명
2명

영농규모
3구간
4구간
8명
10명
10명
12명
2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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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15명
15명
3명

6구간
20명
20명
4명

⎗ 정책동향

❙참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입국 및 근무현황(단위: 명)❙
구분
배정인원
입국인원
근무인원

2018년
6,600
5,820
23,804

2019년
6,400
5,887
24,509

2020년
6,400
1,388
20,689

2021년
6,400
1,841
17,781

2022.7월
8,200
5,415
20,073

❙농축산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세부 개편내용❙
규모
업종
시설원예·특작
시설, 버섯
작물
과수
재배업
(011)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젖소
한육우
돼지
축산업
말·엘크
(012)
양계
양봉
기타축산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현행
고용허용
인원
개편
신규고용
현행
허가서
개편
발급한도

비고

2구간
4,000~6,499
1,000~1,699
20,000~39,999
16,000~29,999
200~349
12,000~19,499
1,400~2,399
3,000~4,999
1,000~1,999
250~499
2,000~3,499
100~199군
700~1,699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5명
7명
2명

영농규모별(단위: ㎡)
3구간
4구간
5구간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350~649
650~949
950~1,24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500~999
1,000~1,499 1,500~1,9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700~3,699 3,700~5,699 5,700~7,699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51~100명
8명
10명
15명
10명
12명
15명
2명
3명
3명
4명

6구간
21,500 이상
5,900 이상
160,000 이상
90,000 이상
1,250 이상
64,500 이상
8,400 이상
17,000 이상
8,000 이상
2,000 이상
12,500 이상
1,000군 이상
7,700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20명
20명
4명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1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구간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현행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1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구간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4명 인정
개편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최대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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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2.)

❍ [농식품부,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 추진, 2022.9.2.] 농식품부는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은 2022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2019) 35만 톤 → (2020) 35 → (2021) 35 → (2022) 45
※※ (2022.8.31.～11.30.) 매입물량 45만 톤 중 10만 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매입, (2022.10.11.～) 포대벼(수확후건조･포장한벼) 형태로35만톤을매입할계획

- (주요 내용)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농업인은 공공
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 △쌀 45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 △친환경 벼 7천 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여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

※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1.)

❍ [농식품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포인트 1.5% → 5.0% 적립
확대, 2022.9.1.] 농식품부, 환경부, 그린카드,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2년 9월
1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지급해왔던 에코머니
포인트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현행 1.5%)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

※ ‘그린카드’: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
카드로,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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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22년 9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적립률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
까지 확대,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
<에코머니가 적립되는 대상 제품>
◈ (환경부 인증)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재활용의무이행제품
◈ (농식품부 인증) 무농약,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저탄소

추석 전 재해보험금 지급 완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8.29.)

❍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추석 전 재해보험금 지급 완료 추진, 2022.8.29.]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2022.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2022.8.9일~)를 완료, 2022년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
※※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
※※※ (지역별)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 (작물별) 멜론
(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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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8.29.)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2022.8.29.]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 8월 26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Food Security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21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2020년 기준 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 차지)
※※ APEC 회원국(21): 아시아 12(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세안 7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미주 5(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대양주 3(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2022.8.26.) 주요 내용>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 이행계획과 연관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및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정책 내용을 설명
- (식량안보 강화) 이상기후, 공급망 불안정 등의 외부 충격에도 식량자급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혀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제공하고, 공급망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을 제조·관광 등의 타 산업과 융․복합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 (친환경·저탄소 농업) 농가의 탄소 저감 관행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정착
시켜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임을 강조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
- 동 보도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의 결과물은 아니며,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
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

- (주요 내용) 「2030 식량안보 이행계획(Food Security Roadmap)※」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Implmentation Plan)을 확정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

※ 2021년 8월 개최된 제6차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는※※2030년까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분야 별 단계적 이행방안을 담은 「2030
식량안보 이행계획(Food Security Roadmap)」을 채택
※※ ➊ 디지털･혁신, ➋ 생산성, ➌ 포용성, ➍ 지속가능성, ➎ 민･관 협력, ➏ 이행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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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최종사업자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1.)

❍ [농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최종사업자 선정, 2022.9.1.] 농식품부는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로 (중부권역) 충북 괴산군, (남부권역) 전남 해남군 최종 선정
- (주요 내용) △사업비…향후 4년간(2022~2025) 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지원
내용…설계비, 시설 건축,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이며, 김치 원료 공급단지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단지 구축 후 운영 경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

※ 1개소당 총사업비 290억 원(국비 40%, 지방비 60%)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주요 기능>
◈ ➊ 배추 기준 1만 톤 수준을 동시 저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김치업체의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
안정 기능을 동시 수행, ➋ 1일 처리물량 50톤 규모의 절임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김치업체는 물론 외식
및 급식 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판매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개선, ➌ 배추 등 절임 시 발생하는 염수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소금
수급 불안정에 대비, ➍ 브랜드 가치 제고, 자재 공동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김치가공업체 경영개선을 지원
※ 절임 염수 재활용 시설 활용 시 염수에 포함된 소금의 70% 재활용 가능

한식문화공간 개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8.30.)

❍ [농식품부, ‘한식문화공간’ 개관, 2022.8.30.]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2022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새롭게 조성한 ‘한식문화
공간’의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식문화공간※은 우리 음식과 전통주를 망라한
한식 종합 체험·홍보관 조성

※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여 다채로운 한식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식
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제공,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관람객들이 한식에 흥미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음홀 등을 활용하여 특별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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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8.30.)

❍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2022.8.30.]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

※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
※※ (2021.1～7월) 2,774건 → (2022.1～7월) 5,098건: 유럽: 2,165건 → 3,778, 아시아: 292 →
398, 아메리카: 비발생 → 767, 아프리카: 317 → 155(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 (주요 내용)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 실시,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출입 통제구간 280개소에 출입 제한,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 △2022년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상황 점검(2022.8.19.~9.7.), △전국 가금농장 9월 말까지
점검하여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 완료할 계획

※ 경기(포천･안성･여주･이천･평택･화성), 충북(진천･음성), 충남(천안･아산･논산), 전북(정읍･
부안･고창･익산･김제), 전남(나주･영암･무안･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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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푸드테크 산업 현황 및 전망 외
[기획] 푸드테크 푸드테크 산업 현황 및 전망
※ aTFIS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발간한 식품시장 뉴스레터(2022년 8월 4주)
“푸드테크”(2022.8.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푸드테크 정의 및 시장규모>
❍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이전과 발전된 형태의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서, 비식품 분야의 테크 기업이 식품 분야에
진출하거나 식품기업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분야를 탄생
시키는 것임.
❍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 외식 로봇 서비스, 식품 패키징, 대체식품
등이 관련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거래액 규모는 2020년 기준 42.6조 원으로 가장 크며,
이외에 국내 외식 로봇서비스 시장은 1,308억 원, 식품 패키징 시장은 약 234
억 원 규모로 추정됨.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209억 원 규모로
2025년 271억 원까지 2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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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을 국내 푸드테크 산업군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식품
패키징 산업은 3,23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28년 4,782억
달러까지 4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글로벌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시장이
확대되어 1,150억 달러,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94억 달러로 나타남.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에 도입된 AI와 로봇 서비스는 각각 30억 달러, 17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핵심 산업>
❍ 대체 단백질 식품(대체식품)이란 기존 도축 과정을 통한 육류 혹은 가축의 부산물
(우유, 계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식물성 원료를 가공하거나 세포 배양을 통해
동물성 원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을 함유해 기존 육류·해산물·유제품 등과
유사한 맛과 식감이 나도록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차세대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푸드테크 발전과 동시에 식량안보 이슈,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식품은 새로운 식품 트렌드로 급부상함.
- 기존에는 육류 중심의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첨단 발효기술을 통해 해산물,
계란, 유제품까지 확장됨.
❚ 식물성 식품 및 대체육 시장
❍ 대체육을 포함한 글로벌 식물성 식품 시장규모는 2020년 294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
에서 2030년 1,620억 달러(한화 약 214조 원)로 448.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0년 약 209억 원으로 2016년 169억 원 대비
23.7%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71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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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육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재현한 것으로,
최근에는 고기의 붉은색을 구현하기 위해 식물성 천연색소인 레그헤모글로빈을
첨가하거나 곰팡이 균주에 탄수화물을 주입해 배양하여 단백질을 생성한 미생물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 대체육은 고수분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성 고기의 근육 조직, 마블링을 구현한
것으로 이를 활용한 만두, 볶음밥 등의 냉동식품이 대표적임.
❍ 식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근육층을 식물성 원료로 쌓아 돈육 구조를 구현한 삼겹살,
목살 등 원육 형태의 대체육도 개발되고 있는 제품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 식물성 발효유
❍ 식물성 대체유의 경우 식물성 요거트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고 식물성 대체 식품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당 불내증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
- 콩과 코코넛, 아몬드, 귀리 등 다양한 소재가 시도되고 있으며, 기존 유제품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 미래식량, 배양육(Cultured meat)
❍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채취하여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대체육
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되므로 설비와 공간만 확보되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나 가장 큰 단점은 비싼 생산 단가임.
❍ 2025년까지 글로벌 육류 시장에서 전통적 육류 제품 소비가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나,
2040년에는 배양육 및 식물성 육류 등 대체육류 비중이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식품 원료 중 하나인
배양육을 ‘한시적 인정 원료’로 지정하여, 국내 배양육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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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성장하는 식료품 채널>
❍ 언택트(Untact)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율
증가에 영향을 끼침. 코로나19 이전 오프라인 채널에서 장을 보던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출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를 확대함.
❍ 2021년 기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51%는 전년 대비 구입 빈도가
증가했으며,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달서비스가 편해서(29.30%),’
‘가격이 저렴해서(24.4%)’, ‘품질이 좋아서(17.1%)’, ‘식품이 다양해서(14.1%)’
순으로 응답됨.

❍ 2017년 기준 온라인 식품시장은 13.1조 원에서 2021년 57조 원으로 33.4% 급격하게
성장함.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성장은 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식품 포장, 품질
보존 시스템 등 최신 기술 도입 가속화에 영향을 끼침.
- 구입 품목이 가공식품에서 콩나물, 삼겹살 등 신선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료
멤버십 운영, 카테고리 확장 등 각 플랫폼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경쟁이 치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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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업계에서 D2C※ 사업 강화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며, 오프라인 판매를
뒷받침하여 부수적인 역할을 하던 자사몰이 최근 D2C 플랫폼으로 급부상함.

※ D2C(Direct to Consumer):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사업 형태로,
고객과 브랜드의 직접적인 관계를 핵심으로 운영하여 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 제고 및 충성고객 확보, 쇼핑 거래액 증가에 효과적임.

- 브랜드를 자사몰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 떠오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키오스크 등 사람 간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무인 식품매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과거 무인 점포는 밀키트,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취급하기 용이한 상품 위주
였다면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험형
스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등 공간 마케팅까지 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개인 맞춤형 식품>
❍ 코로나19 여파로 외부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증가
하면서, 개인별 취향과 건강에 맞는 ‘나 만을 위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소비하는 ‘미코노미(MEconomy: 나(Me)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나를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함)’ 트렌드가 급부상함.
❍ 전 세계적으로 맞춤형 제품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형 영양식품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로 28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헬스케어 식품에 접목되는 추세가 강화되어 개인
맞춤형 식품은 의사, 약사, 영양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활용되고, 맞춤형 식단은 결국 음식으로 치료하는 메디푸드로 확장
될 것임.
❍ AI부터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면 개개인의 상황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식품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맞춤형 식품’은 소비자마다 서로 다른 건강
및 취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소재를 개발하거나 개인별 밀키트,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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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계는 4차 산업기술(AI, 빅데이터, IoT)을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 내에서 다양한
소비자 유형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추천·판매하며, 소비자는 세분화된 기성품을 선택하거나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나에게 최적화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을 경험할 수 있음.
<로봇과 인공지능(AI): 다양하게 활용되는 4차 산업 기술>
❍ 로봇 및 인공지능(AI)은 푸드테크 산업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됨. 현재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축척되는 데이터 관리 및 학습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품질 보증 및 미래 예측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식품 유통 및 외식업계에서 AI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각계의 전문가
들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경쟁력 확보는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외식산업의 상권 분석과 고객관리는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 관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푸드테크의 도입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분야에서는 온도와 수분, 영양분을 AI로 자동 제어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질 개량과 수확량 예측이 가능한 ‘AI농업’ 및 ‘스마트팜’이
도입됨. 또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농산물 품질 선별작업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개발되는 등 농가는 수익 창출을,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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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2)
※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Framework for Shoring Up the Food Supply
Chain and Transforming the Food System to Be Fairer, More Competitive, More
Resilient”(2022.6.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2)
❍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Food System Transformation framework)는
식품 생산(food production), 가공(processing), 수집/유통(aggregation/distribution),
시장/소비자(markets/consumers)의 식품 시스템 전 과정에 지원하고자 함.
<식품 생산에 대한 지원>
❍ [새로운 유기농 전환 계획에 최대 3억 달러] 유기농은 생산자에게 시장 프리미엄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금액이 식품 생산자에게 분배되도록 함. 또한 유기농업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유기농 전환 계획은 기술 지원,
농업인간 멘토링, 추가적인 작물 보험 지원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목표 시장
공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됨.
❍ [도시 농업에 7,500만 달러 지원] 도시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기여함. 농무부는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도시
농업에 2,000만 달러를, 새로운 도시 농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함. 또한 4,000만
달러를 투입해 도시 농업인을 훈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과의 협약을
맺고, 5백만 달러는 People’s Garden initative에 투입하여 지역 내 생산을 지원함.
<식품 가공에 대한 지원>
❍ [식품공급사슬 대출 보장 프로그램] 식품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냉동창고, 냉장
트럭, 가공 시설 등 공급이 적으나 필수적인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구매하는 데
대출을 지원함.
❍ [육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 가공시설 확장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육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함.
❍ [숙련 노동자 공급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숙련 노동자들은
육가공에 중요하나, 현재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위험관리 교육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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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용작물프로그램의 식품 안전 증명을 위한 2억 달러 투입] 특용작물에 대한 법적
제한과 시장에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러한 식품 안전 기준은 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식품 공급 사슬 인프라 지원을 위한 6억 달러 투입]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냉동창고, 냉장 트럭, 가공 시설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식품의 가공, 유통, 저장, 수집 능력을 개선하고자 함.
<식품 수집 및 유통에 대한 지원>
❍ [지역 식품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센터는 중소 농가 혹은 식품업자들에게 협업,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함.
❍ [Farm-to-School을 통한 상품 구매 지원]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
하는 Farm-to-School을 통해 로컬푸드의 공공 조달과 사용을 증가시킬 것임.
❍ [식품 폐기물 방지 및 감소를 위해 9,000만 달러 투자] 2019년에 미국에서는
4,080억 달러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미국 식량 공급의 1/3 이상임.
식품 폐기물은 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폐기물 감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함.
<시장 및 소비자 지원>
❍ [건강한 식품 재정 지원 펀드에 1억 5,500만 달러 확대] 식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에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며, 이는 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가 될 것임.
❍ [고령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고령자들이 채소, 과일
등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달러를 지원함.
❍ 이외에도 SNAP의 디지털 결제(EBT) 등을 위한 기술 개발, Healthy Food Incentive
Fund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자료 출처:
https://www.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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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
※ 일본 농림수선성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計画の改定について”(2022.8.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8월 25일,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안 결정을
위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법에 따라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부장관･
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2009년
법률 제52호)에 기초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
국가 달성 목표,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임. 기본계획은 ‘최소
5년 단위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현행 기본계획은 2016년 9월 16일에 확정되고 5년이지나, 2021년 12월부터 7개
관련 부처 차관급(부장관·정무관)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의’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지속 발전하는 경제사회 및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명시된 생산력 향상과 지속가능성 양립을 추진하여, 지역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향후 기본계획을 개정에 있어 농산어촌뿐만이 아닌 도시지역도 포함한 지역 주체
바이오매스 종합적인 이용 추진, 제품·에너지 산업 시장 중 일정 점유율을 국산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본방침>
❍ 농림어업인 등 바이오매스 공급자, 제조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연계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수급에 따른 적절한 규모와 바이오매스 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지역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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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 활용이 탈탄소 사회 형성에 공헌하는 등 소비자 이해 양성에 의한
수요구조 변화 촉진
- 생물다양성 확보 등 환경보전을 고려하면서 바이오매스 생산과 이용 속도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 추진
<국가의 달성 목표>
❍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 도시지역도 포함한 지역 주체적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 및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30년도 목표를
설정하였음.
-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적인 사회 실현) 바이오매스 연간 산출량의 약 80% 이용
- (농산어촌 활성화, 지역 주체적 대응 추진) 모든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 책정, 모든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바이오매스 관련
계획 활용
-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 제품·에너지산업에서 국산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이
시장 점유율 2배(1% → 2%)로 신장
<필요한 정책>
❍ 바이오매스 활용에 필요한 기반 정비를 추진함.
- ‘바이오매스 산업 도시’ 등을 통해, 원료 생산부터 수집·운반, 제조·이용까지
경제성이 확보된 일괄 시스템 구축
❍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매스 제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창출 등을 추진함.
- 바이오매스 공급 기반이 되는 식량·농림수산업 지속성 확보, 바이오매스 특성에
맞춘 고도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이해 양성 추진
❍ 바이오매스 제품 등 이용을 촉진함.
- 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매스 제품 이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계적 이용 추진
<기술 연구개발>

- 40 -

⎗ 아젠다 발굴

❍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바이오매스
고도 이용을 통한 바이오가스부터 메탄올, 수소 등을 제조하는 기술 및 혼합 이용
등 에너지 이용 기술 확대가 필요함.
❍ 항공 분야에서도 탈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도입을 위한 대응을 추진함.
❍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회수·유효 이용(CCU：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및 바이오탄에 의한 탄소 저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
❍ 일본 고유의 나무인 삼나무의 리그닌에서 개질 리그닌 제조 및 목질 바이오매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제조 등 바이오매스 원료 이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환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함.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bio_g/220823.html

언론 동향

쌀값 하락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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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하락 주요 동향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만 원 선에서 17만 원 선을 오르내리던 쌀값은 2019년
19만 1천 원, 2020년 19만 2천 원, 2021년 22만 원으로 상승, 2021년 말까지도 21
만 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생산량·재고미 증가가 겹치면서 2022년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8월 중순 17만 원 선까지, 8월 25일 현재 16만 원대
❍ 저렴한 쌀값은 쌀소비 증가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재고미가 더 쌓이는 악순환
으로 이어져 농협의 재고 폭증은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도 우려
- 2022년 7월 기준 전국 농협 RPC에 쌓여 있는 재고쌀은 42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3만 7천 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 전국 549곳 쌀 수매 농협 중 2022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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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이 72만 7,158㏊로 집계, 2022년 8월 중순 기준 생육상황마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확기 쌀 수급 불안이 우려
-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수요 감소세를 고려할 때 적정 벼 재배면적은 70만 ㏊,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2022년 초 지자체에 벼를 적게 심도록 했고 당초 1만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벼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급 불안 장기화도 우려
❍ 이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에 정부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물가는 폭등하는 가운데 쌀값은 하락하자 한농연·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2022년
8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온적 대처를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8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곧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격리에 신속·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
- 이재명 대표는 이날 “80㎏ 한 가마에 22만 원 하던 쌀값이 17만 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입·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지연하거나 안하거나 방치
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전략산업으로 여겨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쌀값 폭락을 예로 들며 정부의 농업
홀대를 꼬집기도
- “원내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검토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적·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한편,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2022년 9월 1일, 정기국회 첫날 선제적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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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한발 늦은
격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동시장 격리하도록 강제조항
으로 바꿔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
❍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전담팀)는 2022년 9월 1일,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

※ 앞서 2022년 8월 31일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신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쌀값정상화TF를 조직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쌀값 문제에 있어 기획
재정부와 농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정부 측은 쌀값을 물가로 보는 반면,
농민은 쌀의 지속적 생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
-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신정훈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방안으로 △수확기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방식 매입, △쌀 자동시장격리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와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
- 신정훈 의원은 “현재 쌀값이 올 가을 수확기의 쌀값으로 유지될 경우 전국의
농업인의 소득은 무려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며 “쌀은 식량주권 확보의 핵심이자 5,200만 국민의 주식으로 사실상 공공재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쌀값 정상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양곡 재배유통 전문가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쌀 공급량
조절과 소비 증가라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기능성 벼, 밀 대체 벼, 쌀 가공·저장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값 소비 대책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 쌀 농가를 상대로 한 공급량 조절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쌀소비를 고려한 적정 공급량을 산출하고 재고미를 관리할 필요
❍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계획을 확정, 2019년부터 공공비축미를 연간 35만 톤 매입하다가 2022년 규모를
28.5% 상향
자료: “‘쌀값 바닥’에 수확 코앞에 두고 바짝 타들어 가는 ‘농심’”(연합뉴스,
2022.8.31.), “쌀값 추락에…정부, 8000억 투입해 45만톤 매입”(매일경제,
2022.9.1.), “野 “쌀값 폭락은 정책 실패” 시장격리·생산조정 의무화
촉구”(파이낸셜뉴스, 2022.9.1.), “정부, 쌀값 폭락 방치…시장격리를”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쌀 공급과잉 우려”(농민신문, 2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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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농식품 소비트렌드
자료 : 농촌진흥청(2022.8.30.)

개요
❍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 2022.8.30.] 최근‘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
대회’(2022.9.2.) 일환으로 전국 2,254가구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작성한 소비자 가계부를 조사해 분석 결과를 발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과 2021년 2년간의 농식품 소비 경향을 집중적으로
소개

조사 결과
❍ [집밥에서 외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나면서 전년 대비 외식 소비가 줄고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신선식품 소비가 줄어든 반면, 감소세를 보이던 외식 소비는 다시 증가 추세※

※ 신선식품소비액: (2019) 34조9,740억원→(2020) 39조560억원→(2021) 38조9,150억원
※ 외식소비액: (2019) 73조4,230억원→(2020) 69조1,910억원→(2021) 72조5,460억원

❍ [굳건한 가공식품 소비] 가공식품 소비액은 2020년, 2021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 회복 단계에서도 꾸준히 소비가 증가※

※ 가공식품소비액: (2019) 39조7,960억원→(2020) 45조5,010억원→(2021) 47조1,010억원

❍ [MZ세대※ 소비 절반은 외식비] MZ세대는 농식품 관련 지출의 50%를 외식비로
사용했고, 15%를 신선식품 구입비로 지출, 반면 기성세대※※는 약 35%를 외식비,
신선식품 구입에 약 32%를 지출

※ MZ세대: 1981년～2000년초반에출생한소비자, ※※ 기성세대: 1981년이전에출생한소비자

❍ [온라인 매체 영향력 증가] 소비자의 61%는 유튜브를 통해 요리 조리법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고, 소비자의 35%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농식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유튜브를 활용한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
❍ [급증하는 건강 관심] 농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을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1%에서 2022년 51.5%로 높아져,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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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대 1인 가구] 과거 1인당 신선식품 구매액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적었
으나 2020~2021년에는 다인 가구의 구매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신선식품을 선호하는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주중은 신선, 주말에는 가공] 요일별로 농식품 구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가공식품보다 높았으며, 주말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신선식품보다 높아
❍ [간편식 성장 ‘주춤’] 간편식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에 전년
대비 큰 성장세를 보였고, 이후 2021년에는 소폭만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 [간편식 핵심어는 ‘냉동’, ‘원밀형※’]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식 가운데 ‘냉동
식품’을 선호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자녀들의 등교가
재개되면서 반찬류(만두류 등) 간편식은 줄고 원밀형 간편식(즉석 국·탕·찌개,
즉석면류 등)은 지속해서 성장

※ one-meal,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

❍ [조리도구가 바꾼 간편식 구매] 에어프라이어 보유 여부 조사 결과, 소비자패널의
80%가 보유,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구매가 급증, 에어프라이어를 보유한
가구는 튀김류, 완자류, 만두를 구매하는 금액과 횟수가 보유하지 않은 가구보다
높아
❍ [온라인 구매 ‘쑥쑥’]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부터 2년 동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모두 온라인 구매 비중은 2배 이상 증가
<부문별 농식품 소비액(단위: 10억 원, 실질가격 기준)> <신선식품 총 소비액(단위: 10억 원, 실질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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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온라인 구매 비중(단위: %)>

<가공식품 온라인 구매 비중(단위: %)>

<MZ세대 실질지출액(단위: 원)>

<기성세대 실질지출액(단위: 원)>

<1인가구 실질지출액(단위: 원)>

<다인가구 실질지출액(단위: 원)>

※ 다인가구는 1인가구와 비교를 위해 가구원수를 표준화 = 가구원당
<농식품 구매 시 중요 고려요인(2020년)>

<농식품 구매 시 중요 고려요인(2022년)>

※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수=1,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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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요일별 구매 패턴(단위: %)>

<가공식품 요일별 구매 패턴(단위: %)>

※ 총 구매액 중 요일별 비중

※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수=1,125명)
<가구당 간편식 구매 추이>

<가공식품 중 간편식 구매 추이>

<간편식 1인당 구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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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2.8.30.)

개요
❍ [통계청, 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22.8.30.]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 실시

※ (조사대상)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 개 현지조사, (조사기간) 2022.7.1.～7.23.

조사 결과
❍ [2022년 벼 재배면적] 727,158ha, 전년(732,477ha) 대비 5,319ha(-0.7%) 감소
- (감소 원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타작물 재배 지원 등)과 쌀 가격하락※ 등으로
2022년도 벼 재배면적 소폭 감소

※ 쌀 가격(농산물 유통정보, 쌀, 전체 등급, 20kg, 도매, 연평균): (2017) 33,569원 → (2018)
45,412 → (2019) 48,630 → (2020) 49,872 → (2021) 57,173 → (2022) 49,789
- (시도별) 전남(154,768ha) ＞ 충남(133,986ha) ＞ 전북(113,775ha) ＞ 경북(94,763ha)
＞ 경기(73,648ha) 순
❍ [2022년 고추 재배면적] 29,770ha, 전년(33,373ha) 대비 3,604ha(-10.8%) 감소
- (감소 원인) 농촌 노동인력 부족과 전년 3분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져 2022년 고추 재배면적 감소

※ 고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고추, 화건, 상품, 1kg, 도매, 연평균): (2017) 13,609원
→ (2018) 19,962 → (2019) 17,588 → (2020) 18,932 → (2021) 23,247 → (2022) 18,341
- (시도별) 경북(7,897ha) ＞ 전남(4,531ha) ＞ 전북(3,586ha) ＞ 충남(3,262ha) ＞ 충북
(2,624ha) 순
❙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벼
고추

2019
729,814
31,644

2020
726,432
31,146

2021(A)
732,477
3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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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B)
727,158
29,770

증감(C=B-A) 증감률(C/A)
-5,319
-0.7
-3,604
-10.8

⎗ 통계·조사

❙연도별 벼, 고추 재배면적 추이❙

❙2022년 시도별 벼 재배면적❙

❙2022년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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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