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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21.7.24.)

개요
❍ [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7.2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021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주요 특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 원 대비 +1.9조 원 확대한
34.9조 원으로 확정(2.6조 원 증액, 0.7조 원 감액)
❍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증액 규모(2.6조 원)의
50% 이상(1.4조 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 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 원 유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조 원 →
17.3조 원(+1.6조 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 원 → 5.3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만 원 → 2,000, 지원대상 +65만 개 확대(113만 개 → 178)

➋ 국민지원금: 10.4조 원 → 11.0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1.1조 원 → 0.7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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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감 내역
❙2차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모습❙
규모

(정부안) 총 33.0조 원 → (국회 확정) 총 34.9조 원
(정부안)
15.7조 원
(국비 13.4)

(국회 최종)
17.3조 원
(국비 14.9)

3.9

5.3

총 10.4
(국비 8.1)
0.3

총 11.0
(국비 8.6)
0.3

1.1

0.7

4.4조 원

4.9조 원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2.2

2.2

￭ 방역 대응 보강

2.2

2.7

2.6조 원

2.5조 원

1.1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1｣

1.71｣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2｣

0.32｣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3｣

0.73｣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❶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0.6조 원 → 1.03조 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3조 원 → 4.22조 원)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백신·방역 보강
투자
내용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 1｣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 지방재정 보강

1.

12.6조 원

12.6조 원

0.4

0.4

12.2

12.2

국회 증액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 원

❍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 단가 대폭 인상, ❷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 지원기준 개선(+9,73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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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 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 개) 등 +65만 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2019.下-2020.上, 2020.下-2021.上 등 매출 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2019년매출3억원, 2020년1억원인경우: (기존) 2〜8천만원구간→(개선) 4〜2억원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금액(만원)
사업체 수
구분
2019/2020년 매출 2019/2020년 매출 2019/2020년 매출 2019/2020년 매출
(만 개)
4억 원 이상
4억~2억 원
2억 원~ 8천만 원 8천만 원 미만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집합
20
금지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장기
500 → 900
400
300
250
영업
86
제한
단기
400
300
250
200
△60% 이상
400
300
250
200
300
250
200
150
17
경영 △40~△60%
위기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 원※
55
계
2,000~50
178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2021.8월 초) 안내 예정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 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 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 원)※

※ 추가적인 소요발생시에도2022년도예산 등을 활용하여소상공인의 방역손실을 차질없이
보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0.5조 원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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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발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구분

정부안
1,856만 가구
지원대상
(4,136만 명)
소득하위 80%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지원금액
10.4조 원
재정소요
(국비 8.1)

국회 확정
2,034만 가구
(4,472만 명)
ᆞ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소득하위 80% + ᆞ1인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1.0조 원
(국비 8.6)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0.5조 원

❍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 원)
❍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 원)
❍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
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 원)
❍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
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 원)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0.2조 원

❍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5만 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 명) 등 17.2만 명 대상 80만 원 한시 지원 (+1,3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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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
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 (+43억 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 명)
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300억 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 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 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
철도쿠폰(△89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 원) 등 △0.7조 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 원) 등 △1.9조 원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 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 (총수입) 1차 추경 483.0조 원 → 514.6조 원 (+31.6조 원, 전년 대비 +6.8%), (총지출)
1차 추경 527.9조 원 → 604.9조 원 (+32.0조 원, 전년 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2020년
구분
◇ 총수입(조 원)
(증가율, %)
▪ 국세수입
(증가율, %)
◇ 총지출(조 원)
(증가율, %)
▪ 통합재정수지(조 원)
(GDP 대비, %)
▪ 국가채무(조 원)
(GDP 대비, %)
※ 국가채무 순증

2021년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481.8 470.7
(1.2) (△1.1)
292.0 279.7
(△0.9) (△5.1)
512.3 554.7
(9.1) (18.1)
△30.5 △84.0
(△1.5) (△4.4)
805.2 846.9
(39.8) (43.9)
82.0 123.7

482.6
(0.2)
282.7
(△3.2)
558.0
(8.9)
△75.4
(△3.7)
956.0
(47.3)
109.1

1차
추경(A)
483.0
(0.3)
282.7
(△3.2)
572.9
(11.8)
△89.9
(△4.5)
965.9
(48.2)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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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2차 추경
1차 대비 정부안
정부안(B) 국회 확정(C) (C-A) 대비(C-B)
514.6
514.6 +31.6
(6.8)
(6.8)
314.3
314.3 +31.5
(7.6)
(7.6)
604.7
604.9 +32.0
+0.2
(18.0)
(18.1)
(0.1)
(0.1)
△90.1
△90.3
△0.4
△0.2
(△4.4)
(△4.4) (+0.1%p) (△0.0%p)
963.9
963.9
△2.0
(47.2)
(47.2) (△1.0%p) (△0.0%p)
116.9
116.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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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 원

❍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지급)
❍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 ❸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백신·방역 보강

4.9조 원

❍ [백신] 2021년 1억 9,200만 회분 백신 확보 및 2022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 (1.5조 원),
최대 4,700만 명(전 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 (0.5조 원)
❍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
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 (2.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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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 (0.04조 원)
❍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 (0.2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 원

❍ [고용] 고용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 (0.8조 원)
❍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 (1.7조 원)
❍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
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0.3조 원)
❍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0.3조 원)
❍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 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0.4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구분

규모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 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 원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3조 원
0.7조 원

주요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 명), SW인력양성(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 명) 등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 원 지원, 청년 전세
임대주택 5천 호 추가 공급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 명, 프로스포츠·영화·체육·통합문화
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 원 한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원

❍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 원 및 농·축·수산물쿠폰 0.1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 (0.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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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5.9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향후 계획
❍ 정부는 20214년 7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
❍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2021.7.26.)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 원)❙
구분

◇ 총지출
1. 보건·복지·고용
2. 교 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 경
5. R&D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 SOC
8. 농림·수산·식품
9. 국 방
10. 외교·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지방행정

2020년
본예산
512.3
180.5
72.6
8.0
9.0
24.2
23.7
23.2
21.5
50.2
5.5
20.8
79.0

2020년
추경
554.7
197.8
71.0
8.1
9.2
24.3
35.5
22.9
21.4
48.4
5.1
20.7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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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예산
558.0
199.7
71.2
8.5
10.6
27.4
28.6
26.5
22.7
52.8
5.7
22.3
84.7

2021년
1회 추경
572.9
205.7
71.4
8.7
10.7
27.4
35.9
26.5
22.9
52.8
5.7
22.3
84.5

2021년
2회 추경안
604.7
211.7
77.8
8.8
10.7
27.5
39.7
26.5
23.0
52.8
5.7
22.3
99.8

2021년
2회 추경
604.9
212.1
77.8
8.8
10.7
27.5
40.1
26.6
23.0
52.3
5.7
22.3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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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1년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21.7.28.)

개요
❍ [정부,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2021.7.28.]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배포

추진계획
❶ 디지털 뉴딜
❍ 8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적 446개)’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8월 1주)할 계획
-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약 140개)
발굴 예정
❍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을 통해 기업의 제품 성능 예측을 지원하는 공정혁신시뮬
레이션센터※(여수, 구미) 구축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8월 1~4주)

※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예측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들은 시뮬레이션센터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합재난상황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공고 예정(8월 2주)

※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연구개발(R&D) 경진대회(우수 연구팀에게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예산 지원 예정)

-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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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하여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포인트를 지원※ 할 계획

※ 2021년 8월 2일부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지원사업※ 의
2022년도 수요조사를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

※ 소공원･동네 물길 쉼터,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옥상 등 열차단막(쿨루프), 벽면녹화･
소규모 정원, 실내 환경 개선 등

❍ 또한, 2021년 8월 31일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시상식 등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컨퍼런스 개최 예정
❸ 휴먼 뉴딜
❍ 휴먼뉴딜 분야는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번 방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❹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대해
(총 15개 사업※ ) 재정인센티브 총 300억 원(광역 30억 원, 기초 10억 원)을 지급할 예정

※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24건 중 최종 15건 선정(광역 9건, 기초 6건)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농식품부)❙

구분
사업내용
□ 디지털 뉴딜
<8월 1주(1~8일)>

주요 내용

관련 부처

• (내용)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를 효과적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농업 으로 활용하고 농작업 결과를 온라인 농업일지를 활용해 음성
공모
ON)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인식과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농식품부
(공통)
사업추진 기업 공고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대상) 기업

- 10 -

⎗ 정책동향
구분

사업내용

주요 내용
관련 부처
• (일정) 공고(2021.7.19.~8.19), 평가·선정(8.25.), 착수(9월~)
• (예산) 11.6억 원

<8월 2주(9~15일)>
• (내용)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ISP)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회의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 중간 산출물 공유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농식품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참석자)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TF팀, 용역 수행사
• (일정) 2021.8.12.(예정)
<8월 4주(23~29일)>
• (내용)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 최종 산출물(목표모델, 통합 이행계획 등) 공유 및 향후
회의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농식품부
계획 논의 등
수립
• (참석자)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TF팀, 용역 수행사
• (일정) 2021.8.25.(예정)
<8월 5주(30~31일)>
• (내용)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 최종 산출물(목표모델, 통합 이행계획 등) 공유 및 향후 계획
회의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농식품부
논의 등
수립
• (참석자)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TF팀, 용역 수행사
• (일정) 2021.8.25.(예정)
• (내용) 코로나19, ASF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시 축산물 유통 중단을 막고 안정적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공모
시스템 구축
경매 시스템 구축 업체
농식품부
(민간)
공모 및 선정
• (일정) 공모 및 선정(~8월 말)
• (예산·규모) 19억 원 / 경매 시스템 1식
□ 그린 뉴딜
<8월 4주(23~29일)>
• (내용) 육상태양광 지구※ 발전설비 상업운전 개시
사업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시행
개발 사업 상업운전 개시 ※ 전남 영암 나불1(950kW), 나불2(950kW)
(공공)
• (일정) 2021.8.25.(사용 전 검사), 8.27일부터(상업운전)
<8월 5주(30~31일)>

농식품부

• (내용)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원
• (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공모
(공동자원화시설)
• (일정) 사업계획서 심사·평가(~8월 중순) → 예비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공통)
2022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통보(~8월 말)
• (규모) 11개소※, 319억 원(부처안 기준)
※ 퇴액비 1, 바이오가스연계 4, 에너지화 2, 공공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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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21.7.26.)

❍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7.26.] 정부는 2021년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 (기본방향) ➊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투자·소비 적극 지원, ➋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
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➌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세수 효과) 2021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5,050억 원※

※ (증가 요인)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 (감소 요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 (향후 추진 일정) 2021년 7월 27일~8월 12일: 입법예고(16일간) → 8월 24일: 국무
회의 →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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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법률) 내국세 13개, 관세 3개 총 16개
- (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현황) 86개 항목 중 종료 9개, 재설계 23개, 적용
기한 연장 54개※

※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2022.1.1.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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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도 개요

사유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한시적 제도의 운영종료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효성 미미
실효성 미미
자본확충계획 미수립
정책효과 달성
금융기관 간 형평성 고려

• 농협·수협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특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재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설
•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계
(2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과세특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형평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실효성 제고
생계형 창업 지원
벤처기업 투자 지원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고용 지원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장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54)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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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제도 개요

사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청년취업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 지속 지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균형발전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형성 지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지원
도시철도 건설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학생·근로자의 복리후생제고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지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지원

•
•
•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재활용업체 지원
친환경차 보급 지원
서민 유류비 지원
택시업계 유류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농·어민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어민 지원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지원

•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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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제도 개요
•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사유
구조조정 지원
탄소중립정책 지원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제주도 지원
신규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국가균형발전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성실신고 유도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금 거래 양성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발족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1.7.2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발족, 2021.7.27.] 2021년
7월 27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산업·노동연구회)」를 발족,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
- (추진 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 △국제사회가 이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시한을 설정함
으로써 향후 국제 교역에도 규제로 작용될 것이 분명, △기후변화 위기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증가 등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탄소기반
산업의 쇠퇴와 고용감소 등 우려도 함께 존재
- (주요 목적) 기후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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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7.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1.7.27.]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2021년 7월 27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
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 2단계(23개): 충남(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단계(13개): 경북(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2021.7.27.)❙
구분

4단계

전국
광역
(4개)
기초
(2개)

단 3단계
계

광역
(13개)

2단계

기초
(25개)

1단계

기초
(13개)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개
(대전)

-

-

-

-

-

1개
1개
(김해시)
(양양군)
3개
3개
3개
2개
1개
(세종,
(광주,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남)
3개
2개
11개
(보령시,
1개
8개
(강화군,
(11개
서천군,
(문경시)
(8개군※※※)
※
옹진군)
시군 )
태안군)
13개
(13개시군※※)
-

-

-

-

1개
(제주)

-

-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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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3건 국회 통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3.)

개요
❍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3건 국회 통과, 2021.7.23.]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 3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예정

※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2021.3.31.):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주요 목적)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주요 내용
❍ [농지법]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
❍ [농업경영체법]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
❍ [농어촌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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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① 농지법
< 공포 후 즉시 시행 >

현행

개정안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
진흥지역 내외 구분 없이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설>

•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신설)
•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신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의무
•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기재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사항
실태
농지취득자
증명서류 <신설>
격증명 심사
강화
<신설>
공유
(법 제8조,
취득
제46조제1호)
주말체험 <신설>
취득

•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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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법
민원
처리
기간

현행
개정안
• (농업경영 목적) 4일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 (농지전용 목적) 2일
목적) 2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신설>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 원

<신설>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
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신설>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신설>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신설>

•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공포 후 1년 후 시행>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설>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신설>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설>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신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
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신설>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00만 원
•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300만 원

과태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신고
사항

과태료

② 농어업경영체법
<공포 후 즉시 시행>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현행

개정안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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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업경영체법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제8호)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법 제19조의5)

현행
토지와 시설의 임대·분양
가능
<신설>

- 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신설>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법 제31조)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2)

개정안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청 근거 마련

• 3년 주기 조사

•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신설>

•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사전신고제 도입
(제16조~제16조의3,
제19조~제19조의3)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제20조의4)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신설>

※ (부동산 개발업 영위):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③ 농어촌공사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법 제5조의2)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법 제47조)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현행

개정안

<신설>

• 공사에 농지 상시 조사·분석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목록이 명시되지 않음.

•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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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푸드시스템 장관급 회의 주요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9.)

개요
❍ [농식품부, 유엔 푸드시스템 장관급 회의※(7.26.~28.) 주요 결과, 2021.7.29.] 농식품부는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이탈리아 로마)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 ‘사전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유엔은
2021년 9월 정상회의까지 추가적인 실천 연합 제시 및 회원국별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 마련, 정상회의에서 선언문 발표 예정

※ (참석) 이탈리아 총리 포함 1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 110여 명의 장관,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유엔기구 수장이 현장 또는 영상 참석

- (개최 목적) 사전회의는 2021년 9월 개최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국제사회에서 논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구체화

주요 결과
❍ [주요 행사] ① 각료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연설, ② 푸드시스템 관련 28개
주제별 논의로 구분되어 진행, 장관들은 공통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농·여성·청년, 과학적 접근, 거버넌스 등 강조※

※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푸드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소개 및 국제 협력 과제 제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발언 내용>
◈ 위기에 대비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고려
◈ 이러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에 맞도록 「국가식량계획」과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중
◈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하고 원활한 무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전환, 스마트농어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제안

❍ [회의 결과] 푸드시스템 변화 및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엔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7개※ 실천 연합(각국 정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참여)을 제시

※ 기아 종식,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식품 폐기물 감축,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을 통한
전환, 블루푸드(수산식품), 소농･근로자 소득･임금, 회복력 있는 식량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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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실천연합 개요❙
번호

명칭(안)
주요 내용
관련 SDGs
기아 종식 연합
1, 2, 5, 6, 7, 8, 10, 11,
• 2030년까지 기아 종식 노력
1
End Hunger
12, 13, 14, 15, 17
학교급식: 모든 아동을 위한 영양, •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영양가 있고
2
건강, 교육
전체
건강한 급식 보장, 학교가 지역사회 및
Home-grown School Meals
시장의 회복력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2030년까지 세계 음식물 폐기물을 50%
식품 폐기물 감축
3
2, 3, 12, 13, 17
감축하는 등 목표·수단·법적 접근법
Food is Never Waste
채택
농업생태학 및 재생농업을 통한 전환 • 식량안보위원회(CFS)의 농업생태학 권고
1, 2, 5, 6, 7, 8, 10, 11,
4
Agroecology and Regenerative
사항 이행
12, 13, 14, 15, 17
agriculture
• 수산식품의 영양 잠재력 확인, 수산 생산
수산식품 및 블루 푸드
5
자원 보호, 기후회복력 있는 수산업의 1, 2, 3, 5, 8, 10, 14, 17
Aquatic and Blue Foods
기준 확립 및 관련 연구 촉진
소농·근로자의 소득·임금
• 사회보호·소득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소농
6
100% Living income and
1, 2, 5, 8, 10, 17
및 농업분야 근로자 초점)
wages
회복력 있는 식품공급사슬
• 지역소비를 위한 지역생산, 짧은 식품사슬 등
7
전체
Resilient Food Supply Chains

❙사전회의 참석 주요 인사 발언❙
주요 인사

발언 내용

UN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

• 세계는 2030년까지 달성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궤도를 벗어나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식량과 불평등·빈곤·질병·지구의 관계를 부각시킴. 푸드는 경제,
환경, 인권, 평등 등 다양한 분야와 다 연결되어 있으며 SDGs 달성을 위해서는 푸드
시스템 전환이 중요함.

이탈리아 총리
(Mario Draghi)

•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며, 각국이 8억 1천만 명의
기아 인구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할 것 요청. 이번 사전회의는 우리의 생각,
식품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번 제안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성공하길 기대함.

프란체스코 교황
(Pope Francis)

• 세계적으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푸드시스템,
미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먹여 살리는 푸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함.

아이슬란드 총리 • 해로운 관행을 제거하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증명된 것들을 발전시켜
(Katrin Jakobsdottir) 나가는 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함. 우리의 가치 체계와 푸드시스템을 동시에 변화
시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가 꼭 해내야 함.
영국 찰스 왕세자 • 실패한 푸드시스템이 우리의 건강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종을 울렸음. 우리에게
(His Royal Highness 남겨진 기회의 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
Prince Charles of
지구 전체의 생명 지원 시스템의 안전과 역량이 달린 문제임.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Wales)
노력한다면 자연, 사람, 지구 모두 혜택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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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발언 내용

FAO 사무총장
(QU Dongyu)

• 이번 회의에서 모두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푸드시스템이
빈곤, 기아 해소를 위한 ‘성장’, 투자를 통한 ‘지식’, 빠른 진전을 위한 ‘효율성’,
정치·경제·환경·문화적 ‘일관성’을 필요로 하며, FAO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사전회의 3일에 걸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토착민,
청년, 중소기업, 농민, 민간부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포괄적 접근의 중요성을
IFAD 총재
다시금 상기함. 또한, 세계는 긴급사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
(Gilbert Houngbo)
하지 못하면 2030년까지도 달성이 어려울 것임. 인간의 존엄의 문제이기도 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 비정부기구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

WFP 사무총장
(David Beasley)

•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고, 여기서 연설하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고 있음. 국가들이 국방 등에는 큰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 인도주의적 지원액은 적어
아동의 생명을 선택적으로 구해야 하는 실정임. 출생률도 올라가지만, 빈곤과 위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가 인류애를 가지고 모든 아동을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정을
다해야 함.

UN 사무부총장
(Amina J.
Mohammed)

• 우리가 무엇을 하든 푸드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소농, 원주민, 특히 여성과 청년을 포함
해야 하며, 푸드를 통해 우리가 문화 및 지역사회로 하나가 되듯 해결책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함.

농촌진흥청,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
자료 : 농촌진흥청(2021.7.28.)

❍ [농촌진흥청, 2025년까지 498억 투입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 2021.7.28.] 농촌
진흥청과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7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 앞으로 5년간 498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
이며, 향후 강원지역은 7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연구 인프라 조성과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제고, 특화작목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

※ △옥수수, △더덕, △산마늘,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참당귀 등

- (주요 내용) △7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7개 특화작목 중 ‘옥수수’, ‘더덕’, ‘산마늘’은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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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주: *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 축산 동향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9.)

개요
❍ [농식품부,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강화, 2021.7.29.]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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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폭염 관련 축산분야 피해 현황(잠정)] 2021년 7월 1일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2021년 7월 26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9천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돼지 5천 마리, 메추리 1천 마리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현황(기준: 2021.7.26일, 단위: 마리)❙
구분

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총계

33,788
4,100
18,148
68,344
36,462
23,679
17,461
17,610
219,592

육계
29,076
4,100
13,648
27,264
18,890
20,729
17,251
17,600
148,558

산란계
360
3,031
200
210
10
3,811

토종닭
4,352
4,500
38,049
17,372
2,950
67,223

돼지

오리

323
243
40
863
664
685
355
954
354
134
4,615

100
1,530
150
1,780

※ 잠정 집계자료로 최종 집계 시 변동 가능(* 기타: 부산‧대구‧울산‧세종)

기타
(메추리)
1,000
400
1,400

합계
35,111
4,343
18,188
69,207
37,226
26,294
17,816
18,714
354
134
227,387

❙2018년 및 2021년 폭염 피해 현황(단위: 마리)❙
구분
2018년(A)
2021년(B)
비중(B/A,%)

닭
8,336,166
219,592
2.6

돼지
56,593
4,615
8.2

오리
348,557
1,780
0.5

기타
337,105
1,400
0.4

소
107
-

합계
9,078,528
227,387
2.5

※ 기타: 메추리 등 / 연도별 피해현황: (2017) 7,260천 마리 → (2018) 9,079 → (2019) 2,190 → (2020) 103

❍ [향후 피해 전망]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 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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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복구비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하여 가지급,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

※ 시군구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 생계비 123만 원/4인 가족, 고등학생 학자금 약 30～70만 원대/1인(지역별 상이)

- (재정금융·자재)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 인하(1.5% → 무이자) 및 상환연기(1 → 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

※ 비타민제, 생균제, 미네랄블록,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료첨가제 및 그 외 필수약품 등
※ 지원실적: (시설･장비) 11백 농가, 31억 원, (사료･약제) 76백 농가, 22억 원

❍ [향후 재해 대비] 향후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사전 시설점검, 신속한 정보전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물적·인적자원을 적시에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

※ 축사 주변 배수로, 축사 전기설비 및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 점검, 축산농가 대상 태풍･호우
관련 정보를 문자 등을 통해 수시 제공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방역･가축 진료, 사체 및 분뇨 처리, 필수 자재 등 지원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총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30.)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총력, 2021.7.30.]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
- (발생 현황) 2021.5월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1건)한 이후 양돈
농장의 ASF 추가 발생은 없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에서는 ASF 양성 개체(폐사체
및 포획 개체) 발견이 증가※

※ 멧돼지 ASF 발생: (2021.5월) 19건 → (6월) 20건 → (7.1∼25일) 47건
※ 최근 발생(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0.6.1.～7.25.) 49건 → (2021.6.1.～7.25.) 67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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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사육돼지 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발생지역 → 농장 →
축사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오염원 전파를 철저히 차단
 야생멧돼지 관리

 농장 전파 차단

 농장 차단방역

• 최근 발생 빈발지역 폐사체
수색·제거

• 감염 야생멧돼지 농장 주변 접근
차단

• 농장 내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통제조치

• 드론 열화상카메라 이용 전략적 ⇨ • 바이러스 이동 경로 오염원 제거 ⇨ • 어미돼지축사(모돈사) 출입 인원
포획
최소화 등 관리
• 울타리 보강·추가설치 등 울
타리 관리

• 영농기구 반입금지 등 농장 내
유입 차단

• 4단계 소독 등 방역 수칙 홍보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서울시, 전국 최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교육생 선발(2021.7.29.)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는 최초로, 치유농업 분야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2021.7.2.)되었다고 밝혔으며, 치유농업센터 조성에 이어 치유농업사 양성까지 동시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기관

서울

부산

광주

※ 치유농업은 농업소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하며, 치유농업사는 이러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치유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문지식과 현장실무수행 능력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2021년 8월 4일까지 양성교육 참여자 홈페이지 접수, 추첨 통해 교육생 30명 선발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디지털농업기술을 활용한 ‘미래농업형 치유농장’, 비교적 좁은 옥상 등 자투리 공간 등에
적용 가능한 ‘시설형 치유농장’,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경작지·텃밭농장 등에 조성 가능한 ‘농장형
치유농장’ 모델을 조성할 예정이며, 개선·보완을 거쳐 치유농업 기반 확보를 위해 서울시 내에 도심
치유농장을 보급·육성할 계획
•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동백통) 사업 설명회」 개최(2021.7.27.)
- 부산시는 2021년 7월 28일과 8월 4일, 2회에 걸쳐 구·군 담당자와 상인들이 참여하는 「공공모바일
마켓앱(동백통)※ 사업 설명회」를 개최, ▲‘동백통’ 사업설명 및 ‘동백통’ 홍보·마케팅 전략,
▲‘동백통’ 전용 단말기 배포·가맹점 모집 및 유치 등,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개정 및 지정
독려, 각종 지원사업 안내
※ 공공모바일마켓앱: 모바일앱을 활용해 지역 내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서비스이며, 전국 최초, 전통시장·식음료점·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산형 통합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 동백통은 가입·홍보·중개수수료 0%와 배달 수수료 최소화 등의 특장점을 살려 민간배달 앱 독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광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용곡분소 확장(2021.7.27.)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용곡분소※를 확장해 2021년 7월 28일 이전 개소,
이번에 확장·이전한 용곡분소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완공했으며, 약 3,333㎡
규모의 부지에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실습교육장 등이 들어서며 임대 농기계는 67종 525대

- 28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기계임대사업소 용곡분소는 지난 2013년 개소한 이후 주변 교통 혼잡으로 인해 농기계 입·출고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광산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
- 농업기술센터는 북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용강분소를, 남·서구에는 석정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

대구

• 대구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마을공동체 성장모임’ 공모(2021.7.28.)
- 대구시는 공동체의 협동과 연대 강화 및 주민모임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행복한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주민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로 대구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주민모임 성장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대구시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대구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배우자’, ‘만나자’, ‘해보자’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며, 이웃끼리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처음 해보려고 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배우기 모임부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마을 활동을
위한 다양한 주민 모임을 지원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 참여로 현재 59개 팀이 선정됐고,
80개를 목표로 21개 팀을 추가 선정할 예정, 이를 위해 2021년 8월 9일~13일까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
• 대전시, 잔류농약 분석 능력 2년 연속 국제 공인 인증 획득(2021.7.27.)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영국의 환경식품농림부(FERA)가 주관하는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FAPAS)※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2년 연속‘만족’ 결과를 얻었다고 밝혀

대전

※ 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이번 평가는 토마토(Tomato puree) 잔류농약 성분 중 10가지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 그 결과 잔류
농약 10성분 모두 표준화점수※(Z-Score) ±0.9 사이의‘만족’ 값을 얻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으로 측정검사 및 검정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인증
※ 표준화점수(Z-Score): 평가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측정
값이 전체 데이터 집합 안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판단하는 정도로 표준화점수 2 이하는 만족, 2~3
사이는 의심, 3 이상은 불만족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
- 대전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2020년부터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출하 전 농산물과‘한밭가득
(지역농산물 인증브랜드)’광역인증 농산물의 생산 단계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토양 내 잔류농약 분석도 함께 지원
• 강원도, 적극 농정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2021.7.26.)
- 강원도는 주력 농산물의 본격 출하기를 맞아 가격안정을 지지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일선현장 인력지원과 소득보전, 홍보마케팅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계획

강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심·안정 운영
- 그동안 코로나19로 입국이 전무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로 입국·배정되어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체류환경 제공과 코로나 방역관리를 위해 주거 공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에서 직접 코로나 방역 격리시설을 확보,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안정감 있는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적극 농정을 전개
◈ 농어촌진흥기금 취급기관 확대로 사업활성화
-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
그동안 어업인의 경우 담보 물건이 있음에도 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 어려움으로
융자실행이 어려워 사업대상자의 부담 가중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한 결과, 2022년부터 취급기관을 수협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사업 만족을
높이고 사업비 실 집행률을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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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산물 주 출하기 소비활성화로 농가 소득안정
- 2021년 7월 들어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무·배추
가격이 하락, 주 출하기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에서는 사전적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 무·배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가격등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불안정을
최소화시킬 계획
- 도 주력 농산물 성출하기에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 8월 18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에서 “강원도 농특산물 기획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추진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 농작물 성장 생육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
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2021년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경기

•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2021.7.26.)
-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20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
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
으로 조사할 계획
-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
-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

충북

• 충북도, 충북도-aT,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 체결(2021.7.26.)
- 충청북도는 2021년 7월 26일, 도내 농식품 유통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aT와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의 유통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
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 이를 위해 충북도와 aT는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유통개선, ▲로컬푸드 공급·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충북 농식품의 해외수출 다변화를 위한 수출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

충남

• 충남도, 여름휴가지 충남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 추천(2021.7.26.)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휴가철 소중한 추억을 만들 힐링 장소로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을 소개
하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도내 품질인증제를 취득한 농촌체험농장은 총
199개소로 이 체험농장은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

전북

• 전북도,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 본격 추진(2021.7.26.)
- 전라북도는 산업문명의 과다한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전환 시기에 발맞춰 정읍과 진안 일원에 ‘농산어촌 건강힐링 환경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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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산어촌 건강힐링 환경 조성사업’: 체험휴양마을과 기존의 농장과 협업을 통해 단순 체험 위주
에서 체류형 건강힐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 지난 2021년 7월 공모를 통해 진안 두원마을과 정읍 황토현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21년 사업기획(기본방향 수립)을 추진하고, 2022년도에 사업평가를 통해 치유·힐링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
• 전남도,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2021.7.26.)
- 전라남도는 제2기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52명을 최종 선발, 미래 전남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으로 양성,
선발 인원의 81%가 농업 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스마트팜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청년이 많은
것으로 분석

전남

경북

※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은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한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뤄지며, 실제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전문 농업교육 과정, 스마트팜 취·창업을 바라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이 대상
- 교육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개월간 무상으로 진행,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교육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 혜택 제공
• 경북도, 할인하는‘농촌체험관광시설 방문 DAY’ 운영(2021.7.26.)
- 경상북도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시설 숙박·체험비를 50%
할인과 함께 ‘경북농촌체험 SNS인증 이벤트’에 참여해 후기를 남기면 경북 농특산품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1만 원 또는 3만 원)도 발급해주는 ‘농촌체험관광시설 방문
DAY’를 운영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여름철 피서지로 시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
다슬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126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숙박 체험(고택체험, 캠핑, 글램핑 등), ▲영농체험(계절별
농산물 수확 등), ▲전통문화체험(예절·민속놀이 등), ▲만들기체험(염색, 도자기, 공예 등),
▲먹거리체험(한과, 김치, 떡 등), ▲건강 휴양체험(둘레길 걷기, 레포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절별·테마별 체험 거리가 풍성
• 경남도, 하동녹차지구, 전국 최우수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선정(2021.7.26.)
- 경상남도는 ‘하동녹차지구’가 농식품부 시행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지구로 선정

경남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농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 하동녹차지구는 친환경 자동화 차밭 조성, 가루녹차 프랜차이즈 카페 납품 등 신규 유통망 구축,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등 녹차 수출유통 채널 구축, 녹차 힐링존 조성을 통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으로
농가 매출액 향상,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고, 특히 하동군에서 개최한 축제
및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방문객 및 특화품목 관련 매출액 부문에서 성과가 우수
• 제주도, 22개월 만에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2021.7.26.)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

제주

※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
-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2021년 7월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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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 외
이슈 브리프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
(2021.7.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54개국※ 대상으로 각국의 농업정책을 분석한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을 발표(2021.6.21.)

※ OECD 회원국 37개, EU 국가 중 비OECD 회원국 5개,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아르
헨티나 등 신흥경제국 12개(2020년 기준)

- (주요 특징) △각국이 추진한 농업분야 코로나 19 대응 정책 및 △식품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3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농업정책을 조사·분석

※ △식량안보와 영향, △농가 등 식품시스템 내 종사자들의 소득과 생계,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
<코로나19 대응 농업정책>
❍ [코로나19 대응] 54개 조사대상국은 2020년에 776개 정책 수단, 1,570억 달러
(OECD 회원국 750억 달러, 신흥경제국 820억 달러)의 재정을 농업부문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
❍ [지원 성격] 776개의 정책 수단을 지원 성격에 따라 7가지로 구분하면, 공급분야
(37%), 정보·소통 조정(14%), 유통·무역(13%), 일반지원(12%), 노동(11%), 식품 보조
및 소비자(8%), 제도적 지원(5%) 순
❍ [대응조치 긴급도] 대응조치를 긴급도를 고려하여 △긴급, △단기 구제, △중장기
회복 등 3가지로 구분할 경우,
- △농식품 공급망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면서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20%, △사회적 약자에게 농식품 지원, 생산자 생계유지 등 단기 구제 조치는
약 70%, △코로나19로부터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중장기 프로
그램에 약 10%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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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sation of the COVID-19 policy responses in 2020❙

❙Grouping of unique measures by category❙

❍ [재정규모 측면] 공급분야(48%), 식품 보조 및 소비자(38%), 유통·무역(12%), 노동력
관련(11%)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OECD 회원국은 신흥경제국보다 공급 및 소비
분야에 지출 비중이 크고, 유통·무역 분야에는 지원을 제한
❙Overall distribution of reported sector-specific financial support by OECD and emerging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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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코로나 대응조치에 따른 실제 코로나19 지출 규모는 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부문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많은 국가에서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붕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자주 신속하게 시행되어 전염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
<농업분야 지원 수준 평가>
❍ 국가별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파악·분석하기 위해 총 농업지원추정치※※(TSE, Total Support Estimate)를
사용

※ 본보고서에서지원(support)은 국경보호(관세등), 농업 보조, 농업관련공공서비스 제공등을
포괄하는개념이며단순보조(subsidy)와는다름.
※※ TSE는생산자지원추정치(PSE), 일반서비스지원추정치(GSSE), 소비자지원추정치(CSE)로 구성

❍ [TSE] 2018-2020년 분석 대상 54개 국가의 총 농업지원 추정치는 연간 7,2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2002년의 두 배 수준
- (PSE) 시장가격지지, 직불금 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규모는
전체의 75%인 5,400억 달러
- (GSSE)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 일반서비스 지원은 14.1%인
1,020억 달러
- (CSE) 취약계층에 식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약 11%인 780억 달러
❙Breakdown of agricultural support, total of all countries,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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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지원 수준에 대하여 OECD는 생산자 중심의 지원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농업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의 소극적 확대가 농정 개혁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와 농업정책>
❍ 현재 농업정책이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PES 중 60% 이상이 잠재적으로 시장 왜곡적 성격을 가진 시장가격지지(2,720억
달러)와 생산과 연계된 지원(660억 달러)을 통해 제공, 나머지도 생산자에게 불균등
하게 분배되며, 정책 평가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회복력 개선 등의 잠재적 효과가 있어 농업 분야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GSSE는 TSE 중 14.1%에 불과
- OECD 회원국의 GSSE는 TSE 중 13%, 신흥경제국은 20%이며, 분야별로는 인프라 9%,
R&D 6%, 방역 2% 순
❍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시 CSSE는 OECD 회원국은 5.6%, 신흥
경제국은 3.0%에 불과※

※ 스위스 16%, 일본 16%, 한국 12% 순으로 가장 높음.

- 이러한 지원 구조는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비효율적이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지원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무분별한 생산 증대로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교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정책권고>
❍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모하며,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과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
❍ 1.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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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
❍ 2.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 ·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
-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보다 많은 경영체 정보와
사회·경제학적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
- 생산자 개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
❍ 3.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실시
-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향후의 농업 지원정책의 핵심
-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평균
이상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
<한국 챕터>
1. 농업지원
❍ 한국은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통해 농업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 중
- 기존 직불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공익직불)을 2020년에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수준이 여전히 OECD 평균(18%)을 상회하며, 시장
왜곡적인 형태의 지원 비중이 높은 상황
- 한국의 %PSE는 1986-1988년 62.3%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2020년에
46.7%가 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보다 2.6배 높아 시장가격지지(MPS, 국내외
가격 차이)가 PSE의 90%를 차지
-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12%로 OECD 평균(5.6%)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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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evelopment of support to agriculture❙

2. 주요 정책 변화
❍ [직불] 2020년에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
- 기존의 쌀 직불금은 현재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환경 교차준수 요건이 강화
❍ [농업환경]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 개발 및 확산, 친환경에너지 순환 농업 관련 추진계획이 포함
❍ [농업인력] 청년과 여성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 촉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농촌 거주 인프라 확대,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 추진
❍ [혁신 R&D] 스마트팜 혁신 벨리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의 지속적 추진

※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하여 연구기관부터 유통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단지 건설

❍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유동성 악화 농가에 긴급 정책 자금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 추진, (노동력) 농촌지역의 계절 이주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비자규정 완화 및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확대, (수요 및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유통채널 접근성 강화, 화훼 소비 홍보 캠페인 실시,
농산물할인 쿠폰 제공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 등
3. 평가 및 권고

- 37 -

⎗ 아젠다 발굴

❍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
- 지속적인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
❍ 2020년에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서 지역 수준의 세밀한 정책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
❍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
-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을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 농업 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장애물
- 노동력 부족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인프라 확충, 고용 기회
창출,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원 다양화
등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기 어려움에 직면
-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
❍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 다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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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식품 소비의 그린딜 달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 유럽의회조사처의 “Meeting the Green Deal objectives by alignment of technology
and behaviour”(2021.7.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농식품 소비의 그린딜 달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 유럽의 그린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행동은 빈곤, 건강, 기후변화 등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는 행동들이며,
그린딜 목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행동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 목표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로 식품,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꼽음.
❍ 유럽의 그린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농식품 부문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과소비,
식품 폐기물, 기후 및 환경 영향이 큰 식품 수입을 들 수 있음.
- (동물성 식품의 과소비) 육류의 생산에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고,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됨.
- (식품 폐기물) 매년 생산되는 식품의 30%는 식품 폐기물이 되며, 유럽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은 매년 약 1,430억 유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기후 및 환경 영향이 큰 식품 수입) 유럽 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으며, 포장, 운송 등에 사용되는 자원도 절약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 부문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전 분야에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것을 중요시함.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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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기술❙
구분

기술

라벨링

내용

• 소비자들이 쉽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게 도움

탄소 발자국 계산기 •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교육, 정보 제공 등에
사용
관심 형성

농가와 소비자 연결
강화

가상 농업

•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도움

데이터베이스와
체크리스트

• Good Fish Guide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체크리스트로 제공

웹사이트 도구

• 식품 폐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도구 운영

디지털 플랫폼

• 크라우드 파밍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

블록체인

• 블록체인을 통하여 농가와 소비자들이 직접 연결 가능

어플케이션

• HowGood은 200,000개의 식품에 대한 평가 알고리즘 제공

쉬운 지속가능한 소비
웹사이트

• 다양한 채소를 통한 레시피를 제공

지속가능한 가정 내
조리

레시피, 재료를
집으로 배달

• 유기농 식품과 로컬푸드를 집으로 배달
• 배송, 포장 등에서 환경 부하를 저감

신뢰 강화

블록체인을 통한
관리

• 식품 공급 사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사용

매력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 ActNow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의 행동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양을 수치로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행위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식품 폐기물 방지
경제적 인센티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여 식품 폐기물 감소 도움
•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를 예측하여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

식품 나눔 지원

어플리케이션

• 슈퍼마켓 등과 자선단체를 연결시켜, 식품 폐기물을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

알림과 레시피 제공을
통한 폐기물 줄이기

가정 내 식품
폐기물 방지

• 유통기한 알림을 통하여 식품 폐기물을 방지
• 레시피 제공을 통하여 남은 식품 사용법을 제공

■ 자료 출처:
https://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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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2)
※ 일본 내각부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について”(2021.6.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2)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음.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12.21.)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패키지 및 개별 정책에 대해 새롭게 3가지 관점
(사람, 디지털, 그린(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지방 창생 대응을 개선하고 마을·사람·
일자리 창생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책지표를 확실히 세워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사람: 지방으로 사람 유입 창출, 인재 지원>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구 흐름에 변화가 생겼음.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 의식·행동 변화 조사(2021.6.4. 내각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이 상승하여 이에 따라 도쿄권 거주자의 지방 이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이주하는 데 있어 가장 높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일자리 및 수입 확보로 조사
되었으며,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지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디지털화: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 디지털 전환(DX) 추진을 통해 ➊ 지리적·시간적 제약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서비스 제공, ➋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구조를 구축
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으로 연결함.
-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인재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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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지방에서 탈탄소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창생과 탈탄소 선순환’ 추진을 위해 대응함.
- 이를 위해 인재 지원 및 관련 정보공유·민관 협동 추진, 지방 창생 SDGs 추진,
디지털기술 활용, 각 분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추진함.
사람
<지방 창생 원격근무 추진>

디지털

<5G 등 정보통신기반 조기 정비> <그린 분야 인재 지원>

• 위성 사무실 정비 및 이용 촉진

• 5G 기지국 및 광섬유 정비

• 정보 제공·상담 체제 강화 등

• 로컬 5G 보급·전개 촉진

<기업 지방 이전 등 촉진>

• 지방거점강화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정부 기관 이전 추진 등
<지역으로 인재 지원 내실화>

•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기업판 고향세(인재 파견형)
• 전문가 인재 사업 등
<육아세대 이주 등 추진>

• 육아 세대 이주 추진
• 지방공공단체 이주 지원체제 강화
• 결혼·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정비
<관계인구 창출·확대>

• 관계인구를 중개하는 민간단체를
모델 사업으로 지원
<매력 있는 지방대학 창출>

• 지방의 과제 및 니즈에 대응한
특색 있는 대응 및 조직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검토
•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그린

<디지털 분야 인재 지원>

• 디지털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데이터 활용기반 정비>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공개 대응 촉진

• 재생 에너지 도입 및 지역활성화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관련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동 추진>

• 탈탄소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 확충
• 지역의 탈탄소화 계획 책정 지원
• 탈산소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주민 서비스 확충을 한
번에 진행하는 민관협동 대응 추진

• RESAS, V-RESAS 활용 사례 <지방 창생 SDGs 등 추진>
수집, 공유
• 탈탄소 관점을 추가한 SDGs 미래
도시 선정 등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지역 매력 향상>

<지역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의
탈탄소화 대응 추진>
• 스마트 농림수산업, GIGA스쿨
구상,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대응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기반
으로 한 대응(농산어촌의 에너지
촉진
지산지소 등)
• 슈퍼시티※ 구상 조기 실현
• 정영목(elite tree) 등 이용 확대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각 지
적은
역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 전기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
수송시스템 도입, MaaS 도입
지역 체제
등을 통한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 Mobility as a Service, 모든 교통
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동 최적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비주택·고층건축물 등에 목재 이용

■ 자료 출처:
https://www.chisou.go.jp/sousei/info/#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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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농지법 관련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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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관련 주요 동향
❍ 국회는 2021년 7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
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을 의결※, 특히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사실상 첫 대대적인 개편

※ 지난 2021년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 이들 3개 개정법률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
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이 주요 골자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가 강화, 농업법인을 설립
하기 전에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되어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할 때 제출
- ‘농어촌공사법’은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동산업을 영위
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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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직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세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개정
농지법은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중앙단위 기구인 데다 역할도 대규모 농지전용 허가 업무
등으로 비교적 제한돼 있어 설치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 농지위원회는 지자체 하부
단위에 각각 둬야 해 고심이 요구
- 또한, 위원회 구성은 개정 법률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
되어 있지만 인구 과소지역인 읍·면에선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역할도 쟁점
❍ 이와 함께 신설 농지은행관리원 필요 인력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기획재정부 간
‘시각차’가 있어 농지은행관리원 신설도 농업계와 재정당국의 갈등이 첨예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처를 확대 개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존에 수행하는 농지은행사업 외에도 농지행정
업무 전반을 추가로 담당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한국농어촌공사의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거론
- 단기적으론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선 전국
지사 1곳당 1명씩 최소 130명의 신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기획
재정부는 50명 증원도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
-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지은행관리원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정책
과제로 맡긴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2021년 9~10월쯤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개정 법률보다 더욱 강화된 제도 개편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며,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선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이 명확한 농지는 국가가 공시가격으로 직접 사들여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30년 후에는 비농민 소유농지가 전체
농지의 84%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정리하는 내용이 빠진 농지 투기 방지 3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
❍ 한편, 한국농업신문은 2021년 7월 27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농지확보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이 강력한 농지제도 확립
보다는 급하게 해결하려는 대책이라며 아쉬움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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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격을 제한하고 통작거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
❍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
-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등 거주자에
한해야 한다는 내용
❍ 또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서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적 관리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도화돼
있지만 실효성이 약한 형식적 절차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총량적 보전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고 강조
- 농지면적 보전을 위한 총량제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산정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필요면적
중 어느 정도를 총량으로 보전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에서 농지의 농민적 소유·이용에 방점을 둔 농지법 개정을 위해 농지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에 농민 50% 이상 구성, 상속·이농·증여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3년 기한을 두고 매각,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원천 금지,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농민들이 농지매매 등 각종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제안
자료: “일반인 농지소유 요건 강화…‘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news1,
2021.7.23.), “농지 취득·관리체계 한층 강화된다”(농수축산신문, 2021.7.27.),
“농지위원회 구성·역할 범위 여전히 ‘고민’”(농민신문, 2021.7.28.),
“‘농지투기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팬데믹 시대, 식량산업의
위기와 기회 ①-식량자급 위한 농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 바탕
적정 보존 농지 설정 필요” / [팬데믹 시대, 식량산업의 위기와 기회 ①-식량
자급 위한 농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식량자급률 50% 달성하려면 농지
87만ha 필요…절대적 보전해야(한국농업신문, 20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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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기후위기 원인 분석 결과
자료 : 행정안전부(2021.7.28.)

개요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위기 원인 분석 결과 발표, 2021.7.28.]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
◈ 최근 거의 매년 기록적인 지구평균기온이 관측되고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시대적 용어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그리고 다시 “기후위기(Climate Crisis/Emergency)”로 변화※함.
※ 구글 엔그램 뷰어를 사용하여 과거 35년간의 서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주요 내용
❍ 기후변화 관련 뉴스 32만 건과 논문·서적 60여 편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50명과 함께 기후변화와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분야 32가지 요인을 발굴
-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7가지 분야로는 △국제협력, △제도와 정책, △대중의식,
△거버넌스,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 주요 요인으로는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 ‘먼저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소비행태’ 등 32가지 요인이 발굴
❍ 특히,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증가될 미래 재난 및 피해 유형
으로는 1위 홍수: 18.6%(도심침수), 2위 태풍: 17.2%(기반시설 마비), 3위 감염병:
16.7%(호흡기 감염병), 4위 폭염: 14.9%(대규모 초과사망자), 5위 가뭄: 11.1%(식수난
및 용수 부족) 순으로 전망
- 내용을 살펴보면 5개의 재난 유형별 위험성 모두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재난은 하나씩 발생했던 것에 비해, 최근 재난은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 기후위기에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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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미래 재난 및 피해 유형❙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6개 분야 13가지
미래전략 방향도 제시
- (6개 분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기후
변화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연계성 강화,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문화 조성,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역할의 명확화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및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등
❍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150명 중 60%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40%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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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분야 32개 요인 미래 중요도 전망❙

※ 150명 전문가가 설문에 응답한 요인별 중요도 점수(7점 만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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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참고: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분야 32개 요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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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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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