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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지역(11곳)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경영직불팀 신설·운영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2021학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 선발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 개설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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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 OECD 농림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품 폐기물 감축 정책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림수산정책 전개 방향(1)
언론 동향 ❙ 탄소중립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 먹방·쿡방 시청 및 식형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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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20.12.17.)

개요
❍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0.12.17.] 정부는 2020년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2020년 경제정책 평가 및 2021년 경제여건 점검
❍ [2020년 경제정책 평가] 우리 정부는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노력 병행
❍ [2021년 경기여건] △내수…2020년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제약요인 상존,
△수출…글로벌 경기·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 예상
❍ [2021년 민생여건] △고용…증가 전환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분배…정책효과에도 불구, 경기·구조적 어려움 지속
❍ [2021년 구조적 여건] △글로벌…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국내…인구·가구·역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심화
❍ 2021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 2020년 말～2021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
예상

❍ 2021년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진행,
하반기 중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 본격 회복 전망
❍ 2021년에는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잠재성장률)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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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
❙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
8&menuNo=40101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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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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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대 핵심과제
1.

코로나 위기 돌파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2021년 예산 558조 원, 2020년 대비 +8.9%) 일자리·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63%) 추진
❍ 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위기 대응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도 검토※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병행, 질서 있게 단계적
추진

2.

철저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영

❍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주요 대내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 대외신인도 및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수립
3.

소비·투자 진작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 2021년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75%까지 가속상각※ 을 한시 허용하고, 중소 중견
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시 확대※※

※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75%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50%

※※ (중견기업) 30% → 50% / (중소기업) 50% → 70%
❍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 우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2020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4.

110조 원 규모의 공공ᆞ민자ᆞ기업 투자 프로젝트(2020년 1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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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 원 규모로 확대
❍ 2021년 17.3조 원※ 민자사업 투자 발굴·집행

※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 총 13.8조 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자투자
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해 3.5조 원 규모 집행계획 이행

❍ 2021년 28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5.

BIG3 성장동력화 등을 통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

❍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 강력 추진

※ 경제부총리(위원장),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
위원회(5개 부처 장관) + BIG3 산업별 기업 전문가

6.

･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본격 추진, 국민 체감성과 창출

❍ 20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 원을 투자, 그 중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80%를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4조 원 목표)을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으로 17.5조 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가시화
7.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021.1/4)
❍ 한걸음 모델을 제도화※하고, 2021.1분기 중 신규과제를 적극 선정·추진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8.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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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이행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➊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➋ 영아수당 신설, ➌ 첫 만남 꾸러미, ➍ 공공보육 확충, ➎ 다자녀
지원 확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上)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정책(20여 개)
추진전략 수립 지원(2021.下)

※ 감축잠재량･기술 수준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시나리오 마련

9.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

※ 관행적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활용 중복･성과 미흡 사업 정비
추진

❍ 조달·국유재산 관련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 수립,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출자기관
배당제도 합리화 등

10. 공공기관 재무·인력 등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제도 법제화 등 재무건전성 관리 지속
❍ 공무직위원회 등을 통해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공공부문이 채용·
임금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

농식품부 10대 핵심과제 ★
1.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식량계획※ 수립

※ 국내 식량 생산 기반 확충, 국제곡물 위기 대응역량 제고,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확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

❍ 밀·콩 비축 확대, 국산 밀 생산·유통·소비 등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추진

※ 밀/콩 비축량: (2020) 3천 톤 / 17천 톤 → (2021) 1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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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대상 확대(2020년: 1.8만 가구 → 2021년 2.8)
2.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제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2~2031) 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3,200대)

※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 재해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보강
3.

저밀도 사회 대비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 축사·공장·신재생에너지 등의 철거·이전, 읍면 소재지 생활 SOC 확충 등을
추진하는 농촌재생뉴딜※(신규, 5개소) 착수

※ 축사･공장 등의 입지,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1년차)

❍ 농촌 특화 보육시설(2020년: 74개소 → 2021년: 107), 사회적 농장(2020년: 30개소
→ 2021년: 60) 등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보완
4.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회복 지원

❍ 농산물·외식 소비쿠폰을 확대 발행하고, 소비형태 변화(비대면·1인식 등) 대응
및 온라인 수출 지원 노력도 가속화※

※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외식소비 쿠폰(660만 장), 외식업체 컨설팅(1천 개소)

5.

농가 금융지원 및 농업인 복지 강화

❍ 농업분야 여신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신보 출연(신규, 1,300억 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2020년: 월 최대 43,650원 → 2021년: 45,000원)
6.

농식품 분야 창업 및 귀농귀촌인 적응 지원

❍ 청년농 대상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공급 확대(2020년: 1ha 이하 → 2021년: 2ha 이하)
및 모태펀드 출자 확대(2020년: 350억 원 → 2021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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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적응력 제고

※ 귀농귀촌 희망가구에 6개월간 농촌생활 체험 지원(500가구, 임시주거 및 연수비 월 30만 원)

7.

스마트농업 거점조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1차: 2021.6월, 2차: 2021.말), 청년농 임대 온실 제공(6ha/
개소) 및 청년보육생(100명/개소) 선발·교육 등 본격 가동
❍ 스마트팜 R&D※,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3개소, 2021.6월~), 해외 현지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2곳, ~2021.말) 등 추진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융합･원천기술 연구(2021～2027, 총 3,867억 원, 2021년 445)

8.

기술·인력 등 유망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식품분야 R&D 투자 확대(2020년: 172억 원 → 2021년: 313) 및 계약학과 운영(2020년:
2개소 → 2021년: 4, 미래식품·푸드테크 추가)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종균보급체계 구축 및 종균 보급(신규, 12억 원)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의무자조금 품목(2020년: 14개 → 2021년: 16)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2020년: 15% → 2021년: 17)
❍ 도매시장 집중 유통구조 분산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 확대※,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축산물) 등 추진

※ 2020년 양파･마늘･사과 → 2021년 1～2개 주요 채소･과일 추가

10. 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악취 관리 강화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등 방역시설 보강※(전년 대비 24억 원↑), 가축
질병 검사시설(2020년: 1곳 → 2021년: 3) 신축 지원

※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8종) 설치 의무화(2020.10.)

❍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2020년: 155개소, 자부담 30% → 2021년: 3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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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자료 : 환경부(2020.12.15.)

개요
❍ [환경부,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20.12.15.]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 (주요 내용)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
(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

1.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 → 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 → 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 → 전기화)

❍ ➋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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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철강 → 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 → 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 → CCUS

❍ ➍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 ➎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2.

부문별 비전 및 전략

❍ [전력·열 공급] 화석연료 중심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 CCUS
- (석탄·LNG 발전) 기존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수명 30년)을 더욱 강화하여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CCUS※와 연계·활용
가 한 화석연 발전의 활용(안정적 전 공 )
소 포집 장 활용 기술 적극 활용

※불피

료

력 급은 탄

･저 ･

- (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수소활용) 전력생산(연료전지), 운송(수소차), 산업(철강·석유화학)의 핵심인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필요
수소의 생산 운
장 전 과정에서 이산화 소 배출 제로(재생에 지 물 전기분해,
수입 등)

※

･ 송･저

탄

너 →

- (망연계) 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슈퍼그리드 등 보완 필요
❍ [산업] 미래 신기술,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미래기술) 에너지다소비 업종(철강·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코크스(→ 수소환원제철※) 및 석유화학 납사(→ 혁신원료※※) 대체 기술 필요
석을
스 대신 수소로 환원 /
소 수소의 화학적 반응 및 생물기반 원 로
사 대체

※ 철광 코크
납

※※ 탄 ･

료

- (녹색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공정 녹색화 추진
-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제품생산 및 자원선순환 제고로 원료사용 최소화※
강(
스 ), 석유화학( 폐 라스 ), 시 트( 폐 리트, 석 재),
전자기기( 제품설계 준화, 배터리 재활용), 식품 및 포장( 일회용 , 포장재 )

※ 철 → 철 크랩
→ 플 틱 멘 → 콘크
→
표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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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계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를 촉진하고, 냉매의
재활용 및 전자공정의 플라즈마 기술 등 감축 수단 강화
- (전환지원) 저탄소·친환경 제품 등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및 좌초자산(화석연료 기반) 교체 지원
❍ [수송] 내연기관 중심 → 친환경 교통수단 + 지능화 + 녹색물류
- (친환경차) 친환경차 확대는 수송부문 탈탄소 목표의 핵심전략, 친환경차의 전면
적인 대중화가 필요하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환경차 보 이
운 통수단( 공 해운) 바이오연 사용확대 요

※친

급 어려 교

항･ 은

료

필

- (연료전환)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확대
- (지능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지능형 교통시스템(교통수요↓) 최적화
및 자율주행차(교통사고↓, 에너지 효율↑) 대중화 가속화
- (녹색물류)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
❍ [건물] 에너지절감(녹색건축) + 에너지생산(태양광·지열)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 (녹색건축)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가속화 및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물 시스템 전면 적용※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 지 자가생산(
양
, 지 수 ), 에 지 소비 최소화(단 기밀성능 강화)

※ 너

→ 태 광 패널 열･ 열 너

열･

- (효율개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LED 조명
전면 보급 및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
- (생활에너지)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화로(가스렌지 대체) 및 전기·수소히터(가스히터 대체) 확산 필요
❍ [농축수산] 친환경 농수산업 경영 및 저탄소 유통 추진
- (스마트농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확대
- (저탄소농업기술)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물을 상 수 상 로 유지하지 고 물을 주기적으로 관개하는 일(온실가스 )

※

항 담 태

않

- (친환경에너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등
❍ [탄소흡수원]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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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 유휴토지 등 신규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등 재조림 강화
- (산림경영) 숲 가꾸기, 수종갱신 등을 통한 영급구조(산림연령↓) 개선
- (목재공급) 목재제품 활용으로 탄소저장 확대 및 지속적인 갱신수요 확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세계 각국]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
하기로 합의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 [한국]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
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
❍ [NDC 갱신내용] ① 절대량 목표 채택, ② 국내감축 강화, ③ NDC 상향계획 명시
- (2030 목표) 2017년 대비 24.4% 감축(→ 절대량 방식 변경)
- (국내감축 강화) 기존 INDC 제출(2015.6.) 시 과도하게 설정된 국외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 확대, 감축이행의 확실성 제고
- (NDC 상향) 2025년 이전에 2030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
<참고: NDC 보고서 목차>
1. 정량 정보
⦁(기준연도) 2017년
⦁(기준연도 배출량) 709.1백만 톤
⦁(감축률) 24.4%
2. 이행 기간
⦁(시작일) 2021년 1월 1일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목표연도) 단년도 목표(2030년)
3. NDC 범위
⦁(부문)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산림, 폐기물 포함
전 부문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4. NDC 수립절차
⦁(감축목표 법제화) 녹색법 시행령에 법제화(2019.12.)
⦁(NDC 제출) 법제화된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NDC 최종안 확정
5. 가정 및 방법론
⦁(산정 방법론) 1996 IPCC 인벤토리 지침
⦁(지구온난화지수)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기준
⦁(국제탄소시장 활용 의향) 활용 의향 명시
6. NDC 의욕성
⦁(감축목표) 10년간 배출량 1/4 감축
⦁(절대량 방식) 국가 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 채택
⦁(국내책임 강화) 국내감축 비중↑, 국외감축 비중↓
⦁(그린뉴딜) 2025년까지 총 73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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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14.)

개요
❍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 발표, 2020.12.14.]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주안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

※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➊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➋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➌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주요 내용
❍ [1.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 명 대상, 1인당 50만 원 지급(2021년 상)
-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 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 총 460억 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
진흥기금)
❍ [2.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021년)
-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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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관리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노동부), ▴철도･항 등 청소･안내
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

❍ [3.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021년)
-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
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 (노･사･전문가TF, 2020.10월～2021.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 확대 방안 등 논의
-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 (20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20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20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20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中)

❍ 4.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 등, ～2020.12월)
-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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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
산업안전감독 실시(2021.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021년 상)
❍ [5.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021년)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
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20년: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 (2021년: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 명
→ 5.8만 명, 6천 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021년)
❍ 6.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021.1월)
-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021년)
❍ [7.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20년)
-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0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021년)
-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2020.12.2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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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021년)

※ ▴업소용 旣사용 제한(20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
시설 교체 등※ 추진

※ ① 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③ 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 [9.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021년)
-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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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지역(11곳) 지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5.)

❍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11곳) 선정, 2020.12.15.]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
-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11곳※)…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대상…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8만 명,
△지원내용…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 선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
(연간 48만 원)※
※ 지원 근거: 친환경농어업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제7조(육성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시행주체) 광역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절차❙

❙2020~2021년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020) 13,540 (2021) 15,780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2020) 13,120 (2021) 15,360 * 8만 명×4만 원×12개월×40%
사업운영비

(2020)

4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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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경영직불팀 신설ㆍ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 신설·운영, 2020.12.14.]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2020년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
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
※※※

※

을 신설하여 운영
농업경영체 등 관리: 정 자금의 중복 부당 지 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 유 에 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 사업의 효 성을 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 하고, 등 정보를 정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

록･

책

책

･

급
율 높
록

록

책

･형 맞
갖춘

※※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5.1일부터 시행
※※※ 「경영직불팀」 신설일자: 2020년 12월 8일
- (주요 내용) 농림 정책사업의 효율적 현장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 역할 수행, △전국 170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시 관리, △공익직불 관련, 농업인 준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 운영으로 부정수급 방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과(課) 개편 내용❙
기존(2020.12.7. 이전)

개편(2020.12.8. 이후)

9개 지원

9개 지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 친환경 인증 관리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 GAP 인증 관리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조사

•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 서무, 예산·회계,
인사
• 원산지·양곡표시
관리

• 친환경·GAP 인증
• 농산물 안전성 분석·
조사

변경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 축산물이력제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농산물 검사

•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 우수식품 사후관리

•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 9개 지원: 경기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충남지원,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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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7.)

❍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2020.12.17.]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주요 내용) 2020년 11월 연구·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통해 7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
❙7대 주요 개선과제❙
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②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
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③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
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 (현재) 법인에 사실상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의 경매에 참여 →
(개선) 도매시장 내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범위 확대)
④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 개선
※ 불법 장외거래(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기록상장(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등의 불법거래 일제조사 병행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 현재 가락시장의 2개 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에 시범 적용 중
⑦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거래현황 분석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향후 계획) 주요 개선과제는 협의체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1도
상반기까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간 논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인 ②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③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은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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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 선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7.)

❍ [농식품부, 2021학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 선발, 2020.12.17.] 농림축산
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취업･창업 시기: 취업은 졸업 학기부터 3년 이내(군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

- (주요 내용)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되, 장학금을 받은 기간(학기당 6개월)만큼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
창업을 조건으로 하며, △2021년 1학기 농식품부 장학금은 2020.12.21.~2021.1.6.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

※ 2021.1학기 장학금 신청･접수(2020.12.21.～2021.1.6.) → 심사･선발(2021.1～2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개요>
◈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 40세 미만(1981.1.1.일자 이후 출생)인 자
◈ (지원 규모) 2021년 1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 원

- 농과대(농업계 학과) 600명, 비농과대 200명 내외
◈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 원(최대 4개 학기)※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장학생 의무사항) ① 보증보험 가입(국비로 보험료 지원), ② 학기 중 의무교육 25시간 실시,
③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간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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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 개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5.)

❍ [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 개설, 2020.12.15.]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15일 초지를 이용한 방목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http://eco-pasture.kr)를 개설

※ 산지생태축산: 유휴산지(山地)를 활용한 초지방목을 통해 조사료를 자급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산 형태(2020.11월 말 기준 40개소)

- (추진 배경) 산지생태축산의 개념과 지정농장 및 제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① 산지생태축산 정책 방향, ② 전국 지정농장 및 제품안내, ③ 산지
생태축산 정책소개, ④ 홍보, ⑤ 커뮤니티 등 5개 메뉴로 구성

※ ① (정책방향) 산지생태축산 개념, 비전, 연혁, 관련기관 및 지자체 소개)
② (농장･제품안내) 전국 지정농장, 농장별 판매제품, 웹사이트 연결)
③ (정책소개) 사업신청 절차, 농장운영 사례집, 연구자료 소개)
④ (홍보･뉴스) 최근 뉴스,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물 게시)
⑤ (커뮤니티) 공지사항, 질의응답(Q&A), 법령자료실 등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대구시, 대구의료원 등 의료기관 5곳에 스마트가든 조성(2020.12.15.)

대구

대전

- 대구시는 2020년해 말까지 대구의료원 등 의료기관 5곳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코로나
19’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의 심신 안정과 치유를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공사를 시행
※ ‘스마트가든’은 병원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의 실내 유휴공간에 조성해 이용자에게 휴식·치유·관상
효과가 극대화된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
- 2021년에는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2곳, 산업단지 14곳, 공공시설 9곳 등 총 25곳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
• 대전시, 광역시 중 유일하게‘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2020.12.17.)
- 대전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광역시 중 유일하게 단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1년부터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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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등 3가지 유형의 꾸러미로 운영, 본인 부담금액은
총금액 48만 원 중 9만 6천 원만 부담
- 2020년에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임산부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2021년
에는 시 전체 5개구 3,798명으로 확대하여 추진

강원

• 강원도, 모바일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 강원마트에서 최초 시행(2020.12.14.)
- 강원도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모바일 강원상품권의 온라인 결제를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www.gwmart.kr)”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2020년 15일~23일까지 모바일 강원상품권 오픈
특별 이벤트로“제로(ZERO)쓰고 제로(ZERO)받자”도 진행
- 구매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강원마트 내 다양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경기

• 경기도, 가축분뇨로 전기·액비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 설치(2020.12.15.)
-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에 설치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
- 이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촌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 하루에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폐기물 2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병합처리 시설로 혐기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1일 7,500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는 600여 가구에 공급
될 수 있는 양, 한전 등에 판매 시 연간 2억 2,5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충북도,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2020.12.16.)
- 충청북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공공급식 확대와 도민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 2021년 2개소(계속 1, 신규 1) 20억 원 투입, 2025년까지 8개소
건립 예정

충북

충남

전북

※ 본 사업은 2020년 첫 시행한 사업으로 1년차는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년차는 본격적인
건물 착공에 들어가 공공(학교)급식에 필요한 소분배장, 저온저장고, 안전검사실,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 2020년에는 괴산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순조롭게 1년차 사업을 마치고, 2021년에 괴산읍 대제산업
단지 내 부지에 8월까지 센터를 완공,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
- 한편, 도는 2021년 신규 1개소 지원을 위해 사업지침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2020년 12월 24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를 거쳐 내년 1월중 사업대상 시군을 확정할 계획
• 충남도, ‘지역농업 정보화’ 최우수기관상 수상(2020.12.16.)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2020년도 지역농업 정보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농업 정보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비대면 온라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정보화 농업인 육성, ▲정보화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높은 평가
• 전북도, 농촌관광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2020.12.14.)
- 전라북도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내 1,400개소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6일까지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위생 관리기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전열·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
※ 농어촌민박 1,22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9개소, 관광농원 35개소, 휴양단지 1개소
※※ 2020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기간: 2020.12.14.∼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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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구비 및 작동상태, ▲안전사고·위생
관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발열체크·손 소독제 비치, ▲정기 방역소독실시 등 6개 항목
• 전남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9,613억 확보…‘농생명산업’ 탄력(2020.12.16.)
- 전라남도는 2021년 농업분야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745억 원 증가된 9천 613억 원을 최종 확보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한 축인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에 탄력
- 2021년 확보된 주요 현안사업 중 농업분야 핵심 신규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과 ‘해남 북일지구 및 곡성 석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으로
129억 원이 투입

전남

• 전남도, ‘국내 최초’ 전남산 돼지고기 ‘인도시장’ 첫 진출(2020.12.14.)
- 전라남도와 주식회사 잇다(대표 조진한)는 2020년 12월 14일 국내 최초로 인도에 20만 달러 상당 돼지
고기 ‘보성녹돈’를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적식을 가졌으며,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주)잇다는
향후 5년간 총 200만 달러 상당의 보성녹돈을 인도에 수출, 지금까지 인도는 한국 돼지고기 수출의
불모지였지만, 이번 수출로 인도의 프리미엄 육돈 시장에 대한 수출길이 열려
※ (주)잇다는 지난 2017년 설립돼 녹차사료를 먹인 프리미엄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러시아, 홍콩 등 해외에도 수출 중

경북

경남

• 경북도, 2021년 농축산유통분야 국비 6,990억 원 확보, 전년 대비 40.2% 증액(2020.12.16.)
- 경상북도는 2021년도 농축산유통분야 국비사업 예산을 2020년 4,984억 원 보다 2,006억 원 증액
(40.2%)된 6,990억 원을 확보
-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미래 경북 농업 신성장 기반확충,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망
확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 ▲문화와 교육, 복지가 충족되는 농촌
공간 조성
• 경남도, 임산부·출산 여성에게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2020.12.16.)
-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창원, 사천, 김해, 고성, 하동, 거창 등
도내 6개 시군이 확정되었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는 빠르면
2021년 1월 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며, 지원받는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9만6천 원(20%)을 부담
- 2021년도 지원대상은 6개 시군 4,896명으로 사천시, 김해시,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지역은 전체 임산부,
창원시는 일부 임산부에게 지원될 계획

제주

• 제주도, 서귀포농기센터 육성 강소농, 2020년 4개 분야 5명 수상 영예(2020.12.16.)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강소농
5명이 농촌진흥청 강소농 경진대회 및 감귤 품평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 2020년 12월 기준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388명의 강소농※을 육성했으며, 모다드렁, 혼디귤농부
등 2개의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육성 지원

료각

※ 강소농은 2011년부터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를 가진 한국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년
소득 및 경영역량 10% 향상을 목표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
향상, 역량개발 등 강소농 경영 5대 과제 실천을 위해 강소농 자율모임체 월별모임, 크로스 코칭
및 영농정보 공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시도
이지 보도자 를 정리 작성

자 :

홈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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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농림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 외
이슈 브리프

OECD 농림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지된 “OECD 농림업(AFOLD)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2020.11.30.)(출처: 2020.10.15. 발간된 ‘A Survey of GHG
Mitigation Policies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Sector(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145)’의 주요 내용)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전 세계 6개 지역, 20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분야
(AFOLU※※)의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 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
유 (
스, 아일 드,
드 및 유 연합), 미( 나다, 미국), 남미( 라질),
오세아 아( 주, 질 드), 아시아(중국, 인도 시아) 및 아 리 (에 오 아, 말리, 나미
비아, 나이지리아,
, 부 , 차드, 모로, 트 부아 , 감비아) 등

※ 럽 프랑 랜 네덜란
럽 북 캐
브
니 호 뉴랜
네
프카 티피
베냉 룬디 코 코 디 르
※※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 이 지역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농업 배출량의 42%,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분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LULUCF) 배출량의 50%를 차지
❍ 국가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ationally Decision
Contributions, NDC), ▲각종 규제, 지원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직·간접 감축 정책
(시장기반 정책, 보조금·소득보전·신용지원, 환경규제, R&D, 민간 참여 활성화 등)
등이 주요 내용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AFOLU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연간 14~23% 감축할 필요
- 모든 조사 국가들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AFOLU 분야에 특화된 목표와
정책을 추진
❍ OECD 국가들의 감축 목표는 LULUCF보다 농업에 더 초점
- 非OECD 국가들은 OECD 국가들보다 더 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전체
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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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2개국만 AFOLU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담긴
법률 제정
- (뉴질랜드) 탄소제로법(Zero Carbon Act)에 따라 생체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최소 24~47%(2017년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
- (아일랜드)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2021~2030년 동안
농업분야 누적 감축량 목표를 16.5~18.5MtCO2 eq으로 설정
❍ EU 국가들은 배출권 거래제(ETS)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등은 법적 구속력 없는 AFOLU분야에 대한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직·간접 정책>
❚ 시장기반 정책
❍ 조사국 중 EU,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중국에서 배출권 거래제※
(ETS)를 추진
온실가스 감축 의 가 있는 사업장,
하는 제도

※

무

혹은 국가 간에 배출 권한을 시장에서 거래를 허용

- 현재 뉴질랜드에서만 유일하게 AFOLU 분야 중 산림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장
수준의 배출량 가격 책정도 2025년에 시행※될 예정, 타 국가들에게 실용적 정책
적용 템플릿 제공 및 AFOLU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농장 수준의 배출량 보고는 2024년 지 의 화할 계획으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농장
수준의 배출량
( 정(
), 보고(
), 검증(
)에 대한 역량을
구축 중

※

까 무
MRV 측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 일부 국가들은 탄소 상쇄 메커니즘※을 AFOLU분야에 배출권 거래 계획과 연결하여
온실가스 완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
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소흡수량을 인증 아
화 하여 거 할 수 있는 제도

※탄
딧

탄

래

받 크레

- (캐나다 앨버타와 퀘벡 주) 연방 정부의 탄소 상쇄 제도에 AFOLU 분야에 배출
감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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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주) 탄소 상쇄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가축·초원·벼 재배 및
임업에서 배출 감소를 장려
-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AFOLU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지원토록 상쇄 메커
니즘도 포함될 예정
❍ 호주의 배출 감축 펀드※(ERF)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매를 통해
LULUCF에서 배출 감소 크레딧으로 158.35MtCO2를 계약
기금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이는 사업 는 방법을 선정 계약하고 이를 통해
감축 배출량을
화 하여 배출권이 요한 자에게 경 방식으로 거 하는 기금

※

된

크래딧

줄

필

또

매

･

래

- ERF를 통해 감소된 배출량(1.09MtCO2 eq)이 적어 정책의 단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사업의 확대를 통한 성과 극대화 및 AFOLU 분야의
새로운 감축 메커니즘으로 활용 가능성에 의의
❚ 보조금, 소득 및 신용 지원 프로그램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AFOLU 분야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조림 지원, 비료 사용
효율성 개선, 토양 보존 및 바이오 가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지출
- (아일랜드) 1990년부터 농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 면적은 1985년 이후 6%에서 11%로 증가, 2050년
까지 18% 예상
- (뉴질랜드) 2018년부터 ‘10억 그루의 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조림
- (EU CAP)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
하며, 이는 2016년 기준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2% 감축했으며, 2020년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중국) 침식과 삼림 벌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 곡물 프로그램’
지원하여 2000~2012년 동안 900만 ha의 경작지가 산림으로 전환되었으며, 비료
효율 증가를 장려책으로 추진 중
- (브라질)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10~2011년과
2017~2018년 사이에 188억 BRL을 투자
- (미국) 바이오 연료 개발을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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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REDD+※를 통해 LULUCF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활발히 추진
+(
): 산 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개도국의 산 파 를 방지하여 소 배출을
이는 온실가스 감축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림 괴
림괴
탄
줄
메카니즘

- 향후 많은 개도국들이 REDD+ 참여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틀(배출량 MRV,
투자 교류 플랫폼 등)을 개발 가속화할 필요
❚ 환경 규제
❍ 일부 국가들은 산림과 이탄지 등을 보호하여 자원 보전과 온실가스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개발을 규제
- (브라질) 국가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43%까지 감축하는 것이며, 이에 1965년
아마존 유역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토지의 35~80%를 토생 초목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산림법을 제정
- (인도네시아) 산림 모라토리엄의 시행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188~437MtCO2 eq의 감축 효과를 기대
❍ EU는 ‘국가 질산염 배출 한도(the Nitrates Directive and National Emissions
Ceilings)’ 규정을 통해 농지의 질산염 및 암모니아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시비량
및 방법을 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 농업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
❚ 연구개발(R&D)
❍ 관행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R&D 지원은 국제 수준
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감축 정책 조치 중 하나로 관련 연구들은 배출량 측정을
개선하고 재배 관행이 AFOLU분야에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구축
하는 데 초점
- (캐나다) 농업 및 LULUCF 분야에서 농장 단위의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 (중국) 농장 수준의 가축 사육 방법을 개선하여 배출량 감소를 측정하는 방법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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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산림 기반 부문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2025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
- (뉴질랜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기후 변화’ 연구 프로그램 추진
- 농업 온실가스에 관한 글로벌 연구 연합(GRA)은 전 세계 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R&D 이니셔티브로 관련 연구의 국가 간 공조와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 특히, OECD 회원국들은 R&D의 결과를 지식 이전 프로그램(Knowledge transfer
programmes)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을 촉진
❚ 민간 산업 이니셔티브
❍ 산업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간의 실행 계획을 촉진
하는 정책수단이며, AFOLU분야에서는 주로 축산업 종사 주체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
-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한 유제품 체인 이니셔티브’, 프랑스의 ‘생활탄소유제품
(Life Carbon Dairy) 프로그램’, 호주는 붉은 육류 및 축산업에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화
<시사점>
❍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식품분야의 특성을 반영, 각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
-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10년간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
❍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AFOLU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탄소상쇄제도 등 시장에 기반을
둔 제도에 AFOLU분야가 참여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신뢰성 높은 배출량 측정·
보고·검증(MRV) 프로세스를 적극 개발 적용 필요
- 또한, 관련 R&D 및 현장 기술이전 촉진에 투자를 강화하고, 협력적 민관 거버
넌스를 이용해 민간분야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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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 미국 농무부의 식품·영양 서비스(FNS, USDA)의 보고서 “USDA Expands Access
to Online Shopping in SNAP, Invests in Future WIC Opportunity”(2020.11.2.),
“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20.12.14.), “USDA Launches SNAP
Online Purchasing Pilot”(2019.4.1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WIC으로 확대
❍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은 2019년 뉴욕주(New York State) 거주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Amazon과 Walmart와의 협동으로 시작되었음.
-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무부 장관은 SNAP 참여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 SNAP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시작으로 앨라배마(Alabama), 아이오와(Iowa),
매릴랜드(Maryland), 네브래스카(Nebraska), 뉴저지(New Jersey),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 주로 확대할 예정이었음.

❍ 현재 뉴욕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 47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Amazon, Walmart,
ShopRite, ALDI, Wright’s Markets, Inc., Woods Supermarket, The Fresh Grocer,
Carlie C’s, H-E-B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주(State)와 마트 정보는 “SNAP Online Purchasing Pilot”에서 확인
가능함.

❍ SNAP의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 가능 지역과 온라인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으며, 미국 농무부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는 향후 WIC(Women,
Infant, Children)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미국 농무부는 온라인 식품 구매가 그동안 SNAP 참여자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왔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향후 WIC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재 미국 농무부는 Amazon과 Walmart와 같은 대형마트와 더불어 각 지역 기반
슈퍼마켓 체인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협조를 조율 중인 슈퍼마켓
체인은 “SNAP Online Expansion”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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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 중인 47개 주에서 전체 SNAP 참여자의 97%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1백만 이상의 가구가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함.
-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

❍ FNS는 향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 적용을 WIC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네브래스카
주의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에 2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배정
하여 WIC의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네브래스카의 오마하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식품과 관련된 과학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The Gretchen Swanson Center for Nutrition은 향후 3년간 다음의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함.
-

1) WIC의 온라인 사용 시스템을 개발함.

-

2) WIC의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함.

-

3) WIC의 온라인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WIC을 시행 중인 최대 5개 주를 선정,
추가 연구비를 배정하여 테스트베드를 시행함.

-

4) 향후 미국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함.

❍ FNS는 현재 15개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음.
■
Ÿ
Ÿ
Ÿ

자료 출처:
https://www.fns.usda.gov/pressrelease/2019/fns-000319
https://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
https://www.fns.usda.gov/news-item/fns-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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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폐기물 감축 정책
※ 유럽의회조사처의 “Reducing food waste in the European Union”(2020.1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축 정책
❍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의 식품 폐기물 발생 현황과 그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UN과 FAO에서는 전 세계 농경지의 30%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식품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전 세계의 6억 9,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함.
- UN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폐기물(food waste)을 정의할 때, 식품 손실(loss)과 폐기물
(waste)을 구별하고 있음.
- 식품 손실(loss)은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식품 폐기물(waste)은
소매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
❍ 유럽연합 내에서 매년 88,000,000t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430억 유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내에서 2050년에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요가 35~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농업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유럽연합 국민 1인당 약 865kg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173kg이 식품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 식품 폐기물의 53%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공 과정에서 19%, 식품 서비스에서
12%, 농산물 생산에서 11%, 그리고 도소매에서 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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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가구 소득, 국가별로 다른 형태로 식품 폐기물이 발생함.
- 젊은층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 폐기물을 줄이려는 시도를 같이함.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저소득 국가는 콜드체인의 미비, 교통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수확 직후 버려지는
식품이 많으나, 고소득 국가는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함.
❍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손실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운영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 감축을 시도함.
- 유럽연합 그린딜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전체에서 50%의 식품 폐기물을 감축
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는 최소 30%를 감축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함.
- 생산 측면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smart agriculture techniques)을 보급하고, 식품
공급사슬을 단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들을 발표함.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법적 규제 강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등 정책과 신기술 도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best before’(적절히 보관했을 때, 성분이 유지되는 기간), ‘use by’(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의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식품 폐기물 중
10%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 (프랑스) 식료품점에서 섭취할 수 있거나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품을 버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료품점은 식품 기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최소 3,750유로에서 최대 7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함.
- (이탈리아) 프랑스와 비슷한 법안이 발효되었으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식품
기부 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주며, MyFoody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의 주변
식료품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찾아주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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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정책 전개 방향(1)
※ 일본 수상관저 “農林水産政策の展開方向について”(2020.12.1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정책 전개 방향(1)
❍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에서 농림수산정책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일본의 농업 현황>
<농정개혁 추진>

<최근 발생한 다양한 농정과제>

• 수출액은 6년 연속 과거 최대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 4,497억 엔(2012) ⇒ 9,068억 엔(2018)

[주요 자연재해에 의한 농림수산 관련 피해액]
- 2018년 7월 호우 3,409억 엔
- 2019년 태풍 15호 814억 엔
- 2019년 태풍 19호 3,081억 엔

[TPP11, EU와 EPA에 의한 효과]
- TPP11를 대상으로 한 유제품 수출 전년 대비 약 30% 증가
- EU를 대상으로 한 소고기 수출 전년 대비 약 30% 증가
• 농업소득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
[농업소득]
- 2조 8,300억 엔(2014) ⇒ 3조 7,600억 엔(2017)
• 신규 청년 취농인 증가
[49세 이하 신규 취농인 수]
- 18,800명/년(2009~2013 평균) ⇒ 21,400명/년(2014~2018
평균)

• 돼지열병(CSF) 발생
- 2018년 기후현에서 확인된 이후 7개 현의 사육
돼지에서 확인됨(멧돼지는 12현).
- 아시아 각국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대응 강화
• 농산물무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 TPP11, EU과 EPA에 이어 미일 무역협정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환경으로 변화
- TPP 등에 대한 대책을 통해 생산자의 불안 불식
- 상대 국가 관세 철폐 등 수출 기회 확대에 대응
가능한 생산체제 구축 필요
• 핵심경영인 부족, 농지 감소 심화
- 전업농 수: 205만 명(2010) ⟶ 140만 명(2019)
- 농지면적: 459만ha(2010) ⟶ 440만ha(2019)

농업 성장산업화의 토대가 되는 ‘생산기반’ 강화 필요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 일본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핵심농업인 부족 및 감소,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가축질병, △국제 무역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직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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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의 수요에 따라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중산간지역 및 중소·가족경영을 포함한
폭넓은 생산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생산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패키지(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를 책정하였음.
이에 따른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강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농업생산기반강화 프로그램 구성>

1. 수출촉진 사령탑 조직 설치를 통한 수출 확대
2. 소고기·낙농 생산 확대 프로젝트
3.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4. 벼농사의 고수익 작물로 전환
5. 스마트기술 현장도입 및 디지털 정책 추진
6. 농림수산업에 새롭게 취업하는 자의 저변 확대 및 정착 촉진
7. 계단식 논을 포함한 중산간지역의 기반 정비 및 활성화
8. 식품산업·벤처기업 등과 연계 강화
9. 인력 부족에 대응한 식품유통 효율화
10. 증가·심화하는 자연재해 피해 대응 강화
11. CSF·ASF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자료 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dai26/siryou1.pdf

언론 동향

탄소중립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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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주요 동향
❍ 기후변화에 대응해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5주년을
기념해 2020년 12월 1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해 탄소 배출량 감축 등 기후 대책을 내놔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각국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달라”
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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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68% 감축
하겠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규 석탄 공장을 건설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고 언급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재생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혀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3일 ‘기후목표 화상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선언 비전선포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2020년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2030년 감축 목표도 조속히 상향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 정부는 2015년 제출한
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내용을
지만 연내 제출할 예정인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를 제시하기로 함.

※ NDC

’ 목표

목표
’ 담았

NDC ‘
NDC엔 ‘

❍ 2020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신설
-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기후·환경 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
되며, 이 중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반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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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0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계획
- 시나리오가 나온 이후에는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20여 개의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정비해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 이
시기는 2022~2023년으로 추정
❍ 한편,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2050년 탄소중립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풍력 에너지 생산 확대 등 10가지
실행계획※을 발표, 총 120억 파운드를 투입해 녹색전환 및 2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
10가지 실행계획: 해상 , 수소에 지, 원자 에 지, 전기자동차, 대중운 , 공 및
해상운 , 주 및 공공시설, 소 포집 및 장기술( ), 자연, 혁신 및 금융지원으로 분류

※

송 택

풍력 너 력 너
탄
저 CCS

송항

- 영국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분야에서도 국제적 리더로 도약하고자 2030년까지
10M/T의 이산화탄소 제거, 탄소 포집 클러스터 구축 등에 힘쓸 예정
- 이 외에도 연간 3만 헥타르(ha)에 묘목을 심어 홍수와 해안지역의 재난을 방지하는
데 힘쓰며, 런던을 글로벌 녹색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 및 금융지원을 추진
❍ 새로운 보고서에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우리 지구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자, 뉴질
랜드는 기후변화 위기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탄소 중립 정부를 만들 것을 약속
세계기상기구(
,
)가 2020년이 기 적으로 가장 운
해가
가는 도에
다고 경고하 서 시작, 에이전시에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의 10년이 지금 지 기 에서 가장 운 해가
이 ,
는 2020년이 격동이 심한
기온, 파 적인 산 , 수, 가
리고 기 적인 수의 리 인 지 아주 심상치
해가 고 있다고 함.

※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
록
되어 궤 올랐
면 UN
따르면
까 록
더 될 것 며WMO
괴 불 홍 뭄그 록
허케까
되

더

않은

-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기후 위기를 ‘우리가 직면한
최고의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기후 위기를 선언하고,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32개국과 합류해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에 설계를 착수
- 새로 취임한 뉴질랜드 의회는 먼저 모범을 보이기로 약속하며 아던 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오직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구매하고, 소유 차량을 20%까지
줄이며, 새로운 녹색 규정을 만들어 공공 서비스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석탄
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철거함으로써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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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세 단계의 배출 가스 예산안 중 첫 번째를
제출하고, 파리 기후 협정을 따르면서 뉴질랜드에 맞게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웠고,
2030년까지 세계적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포함해 국제 의무에 부합
하는 2021년과 2030년 사이의 계획을 채택할 예정
❍ EU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키면 관세를 올린다는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 일종의 보복관세인데 ‘환경’ 이슈를 ‘통상’ 이슈에 접목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정책이 곳곳에서 도입될 수 있기에 수출 타격 가능성까지 있어
❍ 또한, 애플이나 구글 기업들이 이른바 RE100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받을 것이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은
그런 물건만을 구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며, 국내에서 현재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
❍ 지난 20년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OECD에선 최고’이며, 이와 반대로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지열과 수력, 바이오매스로 범위를 확대해도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

※ 태양력과 풍력 발전 비율이 전체의 2.64%, 중국은 8.7%, OECD 평균은 11.8%, 일본은
10% 넘으며, 독일은 29%, 영국은 24%에 육박

- OECD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평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
이고 “화석연료 비율은 80%,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한다고 비판
- 독립분석기관 ‘기후 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상 1.5도 상승 제한 목표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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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1인당
기준으로는 6위로 GDP 순위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보다 높아
❍ 아울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원전(原電)
활용 방안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배제되어, 휘발유세·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소비자
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원전을 배제했고,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려면 석탄·LNG(액화천연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들은 이 때문에 재생
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 이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 취임 후 탄소 중립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상황이며, 영국·일본 등도 마찬가지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수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만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
-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쟁국들이 원전을 탄소 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원전을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전기료 폭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기업의
해외 탈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주고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이미 해외에서 그러했듯 우리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 방식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료: “영국, 2050년 탄소중립경제 위해 실행계획 10가지 발표”(산업일보, 2020.11.22.),
“‘탄소 불량국가’ 한국의 ‘내일 없는 경제’?”(KBS, 2020.12.7.), “탄소제로
원전은 쏙 빼고 ‘탄소중립 전략’ 발표한 정부”(조선일보, 2020.12.8.),
“문 대통령, 오늘 기후목표 정상회의서 연설…탄소중립 비전 제시” / “[탄소
중립]⑤ “우리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경제학 박사에게 물었더니”(KBS,
2020.12.12.), “탄소중립사회 선언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속히 상향””
(매일경제, 2020.12.13.), “文대통령 “온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다짐했다””
(조선일보, 2020.12.13.), “파리협정 5주년…정상들 ‘탄소 감축’ 대책 봇물”
(서울신문, 2020.12.14.), “[2021 경제정책]상반기 탄소중립 청사진 나온다…
국가계획에 반영”(NEWSIS, 2020.12.16.), “탄소 중립 정부를 선언한 뉴질랜드”
(론리플래닛, 2020.12.16.), “전기료에 포함된 '탄소중립' 비용 월 1855원…환경
요금 분리부과”(머니투데이,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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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12.17.)

개요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2020.12.17.]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
(조사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 자산, 부채, 가구구성: 2020.3.31. 기준 / 소 , 지출, 원리금
상환액: 201 .1.1.～12.31.
(조사 실시기간) 2020.3.31.～4.17.

※
※

득

9

- (가구 경제 상황)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순자산 3억 6,287만 원이며, 2019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4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4,818만 원

주요 내용
❍ [자산규모]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
-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0%, 소득 1분위가구는 6.1%를 점유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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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7.1% ＞ ‘부동산 구입’ 24.0%, ＞ ‘부채 상환’ 23.0% 순※
201 년: 축과 금융자산 투자 46.8% 부동산 구입 24.5%,
부채 상환 22.7% 순

※ 9 ‘저

’

＞‘

’

＞‘

’

❍ [부채규모]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소득5분위별 부채유형별 규모(단위: 만 원)❙

❍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
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 대비 1.1%p 상승
❍ [가계 재무건전성] 2020년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18.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p 늘어 79.3%
❍ [가구소득] 2019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 (소득원천별) 근로소득 3,791만 원(64.0%), 사업소득 1,151만 원(19.4%), 공적이전소득
457만 원(7.7%) 등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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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 1,000~3,000만 원 미만에서 24.7%로 가장 높아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 46.9%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노후 생활] 2020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이며, 실제 은퇴한
연령은 63.0세
-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81.5%)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8.2%,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9%,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5.9%
-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이며,
‘부족한 가구’는 40.6%,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
❍ [시도별 자산 및 소득] 2020년 3월 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등이며, 2019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201 년 3월 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 보다
지역 서울, 세종, 제주 등이 , 2018년
소 이 전국 평 보다
지역 서울, 울산, 세종, 경기

※ 9
득

균 높은 은

균 높은 은

며

❍ [소득분배지표]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 대비
0.006 감소하였으며, 소득 5분위배율 6.25배로 전년 대비 0.29배p 감소,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 대비 0.4%p 감소
※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가계금융보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
menuNo=40101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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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생산ㆍ유통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8.)

개요
❍ [농식품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2.18.]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현황 및 시장 트렌드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조사하여 발표
(조사기간) 2020. 8월～11월 / (조사대상) (생산자) 203명, (취 자) 85명, (유통업체) 13개,
(소비자) 206명 / (조사기관 방법)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설문조사(우 전화 장)

※

급

･

편･ ･현

조사 결과
❍ [생산현황] 2019년 기준 유기축산물 출하량※은 46천 톤으로 우유 및 계란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27% 증가, 무항생제축산물 출하량※※은 957천 톤
으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감소 후 최근 회복세를 보여
유기축산물(천 톤): (2014) 14 (2015) 28 (2016) 34 (2017) 3
(2018) 41

※
→
→
→ 9→
→ (2019) 46
※※ 무항생제축산물(천 톤): (2014) 724 → (2015) 804 → (2016) 1,024 → (2017) 1,290 → (2018)
915 → (2019) 957

❍ [유통현황] 2019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국내 시장규모는 1조 660억 원으로
추정, 학교급식(4,800) ＞ 소매유통(4,459) ＞ 온라인 유통(1,400) 순
- 소매유통은 생협 및 친환경전문점을 통한 매출액 비중(53.2%)이 높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도 지속 증가※ 추세
( 온라인 유통업체 출동 ) 2020.1 11월 출액 163억 수준, 전년 대비 178% 증가

※A

매 향

〜 매 은

❍ [소비자 인식]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소비자 53.4%※, 구매
만족도는 87.8% 수준
인지도(%): 평 53.4(60대 이상 75.0, 50대 67.3, 40대 51. , 30대 47.8, 20대 35.3)

※

균

9

- 구매 이유는 건강(40.8%) 및 안전성(38.1%)이 대부분을 차지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유통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
GbWFmcmElMkY2OCUyRmFydGNsTGlzdC5kbyUzRg%3D%3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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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먹방ㆍ쿡방 시청 및 식형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0.12.17.)

개요
❍ [농촌진흥청, 청소년 먹·쿡방 시청 및 식형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0.12.17.]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 시청에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먹는다의 먹과 방 의 방 이 합 진 신조 로 식을 먹는 방 을 지 하는 말.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는
로 자리
으 , 2020년 영국
스 사전이
선정한 해의 단
10에
이 포함 .

※

‘’ 송 ‘’ 쳐 어 음
송 칭
끄 콘텐츠 잡았 며
콜린
올 어 Top ‘Mukbang’ 됨
※※ 출연자가 직접 요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을 이르는 말, ‘요리하다’를 뜻하는
영단어인 ‘쿡(cook)’과 ‘방송(放送)’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
※※※ 전국 중･고등학생 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내용
❍ 설문에 응한 청소년 87.1%가 먹방·쿡방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시청 청소년
가운데 97.1%가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또한, 시청 청소년 중 88.8%가 1주일에 1회 이상 먹방·쿡방 프로그램을 본다고
응답했으며, 먹방·쿡방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74.4%)
<먹·쿡방 시청 빈도(n=832)>

<먹·쿡방 시청 주 이용기기(n=832)>

- 먹방·쿡방을 시청할 때 관심 있게 보는 음식은 ‘치킨류(25.7%)’ ＞ 한식
(16.2%) ＞초밥과 해산물(15.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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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쿡방을 시청하는 수준에 따라 ‘즐겨본다’, ‘보통이다’, ‘즐겨보지
않는다’ 3개 집단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영양지수※에는 차이가 없어

※ 청소년의 영양 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등 5개 영역에 대한 19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한국영양학회 개발)

- 다만,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집단에서 즐겨보지 않는 학생집단보다 채소류
반찬을 많이 섭취하고, 생선류,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
- 평소 먹는 음식 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집단(2.90점)이 다른 집단(‘보통이다’ 2.66점, ‘즐겨보지 않는다’
2.2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관심없다 1점～매우 관심있다 5점)

-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의 저녁 식사 외식 횟수는 1주일에 1.62회로, 다른
그룹의 1.22~1.23회보다 많아
- 또한, 먹방·쿡방을 즐겨볼수록 가공 음료, 길거리 음식을 먹는 빈도가 증가해
먹방·쿡방을 즐겨보는 그룹이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식을 절제하는
정도가 낮아
※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소년, ‘먹방·쿡방 시청’에
따라 식생활 차이 보인다”(http://www.rda.go.kr/board/board.do?mode=list&prgId=
day_farmprmninfoEnt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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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