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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부울경 선도모델로 초광역협력 전국 확산 추진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4.19.)

개요
❍ [정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022.4.19.] 정부는 2022년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2022년 4월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
- (주요 내용) ➊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➋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 체결※※, ➌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3개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2022년 4월 18일 공식 설치
※※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교통 관리,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사무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기로 하고, 이행 담보를 위한 협약 체결
※※※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과 선도사업 등을 담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1.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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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
-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
❍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
- 2021년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
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 2022년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
-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
❍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
-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
-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
-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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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
-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
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제고
❍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로 하며,
-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지고,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
3.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
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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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 추진
-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
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2022년 4월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
❍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 사항 내용을 포함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
-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
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 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예정
❍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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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동향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시행 13개소 선정
자료 : 고용노동부(2022.4.18.)

❍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인증사회적기업 13개소 선정,
2022.4.18.]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인증사회적기업 13개소※※를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
※※ 사회적기업 유형: (도약지원, 9개소) 마리에뜨 주식회사, ㈜메타비, 주식회사 오디에스,
㈜좋은날, 주식회사29일,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이풀약초협동조합, 대한스포츠사회적
협동조합, 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 / (스케일업, 4개소)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한고연,
㈜우시산,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선도
- 지원 한도 내에서 단계별 맞춤형 지원(기업진단 → 전문 교육 → 판로·홍보·연구개발 등)

◈ (지원부문·규모) 도약지원(최대 1억 원) 23개소, 스케일업(최대 3억 원) 7개소
구분

신청유형

지원한도

사업기간

1

도약지원

1억 원(보조 80%, 기업부담 20%)

협약체결일
∼2022.11.30.

2
스케일업
3억 원(보조 75%, 기업부담 25%)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

❙최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주요 소개❙
구분

[도약지원]
㈜메타비

[도약지원]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

주요 내용
• (주)메타비(2019년 인증)는 농촌과 도시가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농촌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농산물 유통·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에는 경제적
기반을, 도시인에게는 잃어버린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으로,
방탈출 형식을 적용한 농촌체험, 역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소담제주 영농조합법인(2015년 인증)은 제주지역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 특산물의 인지도 향상에 힘쓰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 취약계층 소득 증대 및 기부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인정받아 제3회 우수 사회적
기업 어워드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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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약지원]
이풀약초
협동조합

주요 내용
• 이풀약초협동조합(2016년 인증)은 친환경 농법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업인(조합원)의 약초
상품 유통·판매를 지원하는 기업
- 영세 농업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국산 약초상품(티백차·
원풀 등) 구매의 기회를 제공
-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후,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선정·지원
하는 H-온드림 지원기업으로 선정

[도약지원]
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

• 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2017년 인증)는 지역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 부가가치
증대와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 대표 상품으로 티백형 야채수, 고구마말랭이, 수제 과일청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상표
및 특허 등록 건 다수 보유 등 경쟁력 갖춘 사회적기업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2014년 인증)’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이
유식, 가정 간편식, 실버푸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스케일업]
(주)에코맘의산골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친환경 이유식 지원, 이유식 레시피 교육 등을
이유식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고용하여 다문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농업회사법인
-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농가소득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2021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등 성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자치단체 28개 선정
자료 : 고용노동부(2022.4.18.)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자치단체 28개※※ 선정, 2022.4.18.]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2022년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 강원도 3개 / 충청도 4개 / 전라도 3개 / 경상도 5개 /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 (주요 내용) △지원내용…2022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
운영,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 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4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 △지원대상…▴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

※ (2021) 목표 5,000명, 참여기관 14개 → (2022) 목표 7,000명, 참여기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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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
센터 등의 운영기관를 중심으로, ➊ 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 1:1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모듈로 구성

◈ (지원 대상) ➊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➋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➌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➍ (지역
특화) 위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전국 운영기관 현황(28개 자치단체 6,8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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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선발
자료 : 행정안전부(2022.4.20.)

❍ [행정안전부,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선발, 2022.4.20.]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 140개 팀※을 선정, 2022년 4월
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참여팀 수: (2017) 16개팀 → (2018) 18 → (2019) 17 → (2020) 16 → (2021) 100

- (주요 내용) △지원…과업 수행비(팀당 800만 원 상당)를 지원, 특히 가상세계(메타
버스)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2022년 청년공동체 메타버스 청년 시그널 센터」를
개소하여,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전 자문(컨설팅)을 진행, △활동…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크 활동,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추진
❙2022년 지역별 주요 청년공동체 활동 계획❙
공동체명
“쎄라비”
(부산 동구)
“파괴왕”
(대구 북구)
“문화공동체 딴청”
(광주)
“컬처스페이스랩”
(대전 중구)
“커튼콜”
(울산)
“퓨처캔버스”
(세종)
“온기종기”
(경기 광명시)
“쓰담 속초”
(강원 속초)
“주식회사 교집합”
(충북 청주)
“어쩌다 로컬”
(충남 청양)
“마을문화유산”
(전북 순창)
“꼬바에느”(전남 나주)
“토담토담”(경북 경산)
“잇다”
(경남 거창)
“어우리”(제주)

활동 계획
문화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개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작업, 장벽파괴 예술제 개최, 관람에티켓 및 영화,
음악 소개 영상 제작 등
2030 지역 청년 대상 시민배우 모집, 뮤지컬 기초 교육 워크숍, 뮤지컬 공연 개최 및
지역민과 문화 나눔 활동 추진
패션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기획 운영, 패션 아이템을 통한 ESG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독립영화 상영 및 GV(Guest Visit) 프로그램 운영, 브로슈어, 뉴스레터 배포등 독립영화
향유 문화 구축
창업교육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활성화 방안 등 멘토링 진행, 창업 관련 부스운영 행사
개최, 창연 관련 지식공유를 위한 네트위킹데이 진행
자폐아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컷툰 제작 및 전시를 통한 자폐아 사회참여 확대 및 인식
개선 활동 추진
시민 대상 쓰담문화 캠페인 진행, 내 앞의 쓰레기를 담는 문화(환경쓰담) 활동, 모든
청년이 소외받지 않는 문화(마음쓰담) 활동
리유저블 맵 제작,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개최
우범지역을 조사, 선정하여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우범지역에 조명을
활용한 안전한 거리 조성
어르신 인터뷰 및 장수 화보 촬영, 마을기록 영상 제작, 움직이는 마을벽화(미디어파사드)
제작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주민의 의견을 담은 지역 경관개선 작업
텃밭농사 체험을 통한 마음 치유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와 농촌을 잇기 위해 구성된 귀농 귀촌 청년단체로 리폼을 통해 농가작업복 제작
하여 제로웨이스트 실천, 관련 교육 및 홍보
이주 청년 네트워킹, 환경정화 활동,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 8 -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4.18.)

❍ [농식품부,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4.18.]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2022년 4월 18일,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 (주요 내용)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
◈ (중장기적)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농촌관광 등급체계 개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4.18.)

❍ [농식품부, 농촌관광 등급체계 개편, 2022.4.18.]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를 개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등급 평가체계가 효율화)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 또한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
◈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강화)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상향
※ 안전·위생 평가 비중: (체험) 9.8% → 21.4%, (숙박) 28.6% → 41.4%, (음식) 25.7% → 35.7%
◈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
(3단계 → 5단계)로 변별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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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을 시설온실 난방
온수로 무상공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4.19.)

❍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을 시설온실 난방온수로 무상공급,
2022.4.19.]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버려지는 발전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온수를 무상 공급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개요>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발전폐열) 1,031kW / 60~70℃ / 시설온실 1.2ha 이용 가능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1,958,451㎥/년)로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폐열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 및 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천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수익 향상

- (주요 내용)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을
인근 시설온실의 난방 온수로 공급하여 생산비(난방비) 및 온실가스 절감※,
△지자체·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지역 상생모델 구현

※ 연간 시설온실 난방비 4천 9백만 원 및 온실가스 1천 5백 톤CO2eq 절감 기대
❙발전폐열을 이용한 지역주민 상생 사례❙
▪ 인근 마을 가정용 온수, 경로당 난방, 목용탕 온수 공급 등

사례 1

<청주시 가정용 온수 공급>

사례 2

<양산시 목용탕 시설>

▪ 에너지화시설 인근 공원조성 또는 전기·폐열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 농산물 건조장에 발생 폐열 공급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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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물놀이장>

<단양군 소각폐열 활용 건조장>

▪ 마을주민이 직접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폐열을 이용하여 시 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사례 3

<아산시 마을세탁기업>

<홍천 마을수익 모델>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양분
중심의 경축순환농업에서 가축분뇨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경축순환농업 확산이 기대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 2022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2022.4.19.)

경기

- 경기도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악취 등 축산 환경문제 해소 방안으로 ‘2022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 지속적인 홍보와 상시 모집을 통해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2,000개소로 확대
할 계획
-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악취 민원이 2018년 말 1,729건에서 2020년 말 3,017건으로 급증
- 이에 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축산업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 11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사업 첫해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980개소의 농장이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사업 목표는 264개소
- 사업은 신청 희망 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주관하에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를 진행, 평가 기준에
부합한 농장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영, 주요 평가 기준은 축사시설, 악취관리,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상태 등
- 선정된 농장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및 현판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축사 이미지
개선 지원사업 등 각종 친환경축산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 아울러 축산
환경관리원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유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
• 경기도, ‘2022년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심화과정’ 운영(2022.4.21.)
-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심화과정※※’을 2022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체험 농장주 22명을 대상
으로 진행
※ 농촌교육농장: 학생들이 단순 농산물 수확 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정규수업과 연계한 ‘주제 중심 통합
접근’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농장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현장 체험교육 전문농장
※※ 심화과정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안 작성, ▲국내외 사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 등으로, 기초과정을 이수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진행
- 이번 과정을 수료한 농장주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경기도의 품질인증 농장은 32개소
• 강원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2022.4.21.)
- 강원도는 조사료 자급률 향상,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을 이루기 위해 2014년부터 초지를 활용한
방목생태축산농장※(구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말, 노새 등)을 사육 중인 농가까지
사업 대상 조건을 확대하고, 초지 조성 단가 상향(8,185천 원 → 9,291천 원, 1,106천 원 증) 등
지원 폭을 확대
※ 전국 방목생태축산농장 44개소 중 강원도는 12개소로 가장 많은 농장을 지정 운영
• 강원도, 2022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2022.4.19.)

강원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
※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경험이 없거나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체계적인
구직 맞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
- 2019년 이후 도내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진로 설정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과 1대1 상담을 확대 지원
- 교육은 자가 진단과 MBTI 등 자기 이해와 최신 채용 트렌드, 직장 예절 등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
참여 청년들은 개별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강원도, 2022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2022.4.21.)
- 강원도는 2022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5억 원을 추가 확보
하여 시군을 통해 지원할 계획,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예산이 제1회 추경에 추가 편성됨에 따라
2022년 집행 예정 사업비 113억 원을 모두 확보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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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제1단계 사업(2021년~2023년)으로 12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년간 도비 249억 원을
포함해 총 536억 원이 투자될 예정, 지원 분야는 지역산업 육성 8개, 일자리 창출 7개, 공간혁신 6개,
문화관광 4개, 인재육성 4개, 생활인프라 개선 3개 분야로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
- 사업 2년 차인 2022년에는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스카이
전망대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기대
• 충북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강구(2022.4.18.)

충북

- 충청북도는 2022년 4월 18일, 유관기관, 부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충북 비상
대응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또한 도내 기관별 기업 피해신고 센터(5개소)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기업(25업체,
애로사항 2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시책 및 대응방안을 안내
- (피해기업 주요 추진상황) ▲대금결재…(금융위원회) 결재 송금 대안 관련 금융애로사항 해소 안내
(러시아 11개 은행 거래중단 거래전 주거래 은행 등 확인 필수), ▲자금…(금융위위원회) 긴급 금융
지원프로그램, (충북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자금신청
6건 중, 지급결정 1건, 평가진행 중 5건), ▲물류…(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코트라) 긴급 물류비 특별사업 안내, ▲기타…대체선 발굴, 무역수출 보험 신청 등 정부, 도 지원
정책을 안내
• 충남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정 농장 4곳 중 3곳 정부 공모사업 선정(2022.4.19.)
- 충청남도는 2022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지역서비스공동체
분야 4곳, 사회적 농장 분야 4곳 등 도내 8개 농장이 신규로 선정
- 이중 지역서비스공동체는 정부가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을 토대로 만든 신규사업으로,
이 분야는 전국에서 22개 농장이 선정,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농가 4곳 중 3곳은 충남형
사회적 농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에 선정
-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특징은 ‘농장’만이 아닌 ‘지역복지와 결합’해 지역의 관련기관·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읍·면 단위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추진협의체) 중심의 공동참여 형태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돌봄&고용하는 농업 활동프로그램
- 이 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마을발전협의회, ▲사회적농업 실천농장, ▲지원기관(복지센터 및 특수
학교), ▲행정(도-시군 관련 실과, 보건소)로 구성

충남

- 이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목표로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시설비, ▲농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등이 연간 6, 000만 원에서
9,000만 원 한도로 사업유형별로 차등 지원
- 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2년 4월 11일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충남 농장
(7곳) 대표와 새롭게 선정된 신규 농장(4곳)&지역서비스공동체형(4곳) 대표 및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력기반을 다짐
- 앞으로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점농장인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협업해 월 1회 학습모임을 가질 예정
• 충남도,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신청·접수(2022.4.20.)
-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바우처※의 사용처를 도내 전 업종으로 확대,
2021년에는 교육&문화&레저시설로 사용처를 한정했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2년부터 유흥, 의료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해
2021년 전국 최초로 도내 청년 농어업 경영주에게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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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의 독립경영주이며, 공동경영
주로 등록한 경영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는 중복지급이 안 되며,
신청은 2022년 4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전북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2022.4.18.)
- 전라북도는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2022년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함. 양봉농가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도내 주소 유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 미충족 농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업인 요건 미충족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소각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농가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중복신청 및 부부 분리 신청은 불가

전북

-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작업을 거쳐 2022년
9월 초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
• 전북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접수(2022.4.19.)
- 전라북도는 2022년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신청·접수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
※ (국비사업)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
-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는 ha당 140만 원까지 지원,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
•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2022.4.18.)
- 전라남도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2022년 4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
-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 입원과 출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사정으로 지난 신청 기간 중
1천여 명의 농어민이 신청하지 못해 추가 신청을 받아 검증,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중순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

전남

- 2022년 2월 접수 기간에는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 389건 신청, 이중 도내 미
거주자, 농어업 경영체 1년 미만 등록자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9천 391명을 제외한 20만
998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 2021년 지급확정자 19만 7천 711명보다 3천 287명(1.6%)이
늘어난 수치, 지급 대상자가 증가한 주요인은 농림어업 경영체 수와 주소경영체 유지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
- (신청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신청 방법)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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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이미 확정한 수당 지급 대상자에겐 2022년 3월 말부터 영광, 고흥, 순천, 장성을 시작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나머지 시군도 지급을 마칠 방침
- 수당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급을 마치면 1천 273억 원이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농어민의
생계 안정 보탬은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

경북

• 경북도, 2022 경북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격 출발(2022.4.19.)
- 경상북도는 2022년 4월 19일,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갖고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킹 및 사업협력방안 모색하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
- 전국에 140개 팀을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서 경북도는 총 13개 팀이 선발, 2022년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전시·공연 개최, ▲코로나블루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 (팀별 주요 사업내용) ▲영천 ‘나다움놀이터’ 팀…코로나 19 장기화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지역 내 관광지를 이용한 스몰웨딩을 진행, ▲상주 ‘엔이에스티’ 팀…지역의 문화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버스킹 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경산 치유농업공동체 ‘토담토담’ 팀…코로나블루 현상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텃밭을
가꾸며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의성 ‘쓸모’ 팀…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활용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해 전시
- 경북도는 청년공동체 팀들에게 800만 원의 활동 지원비와 컨설팅, 온라인 홍보, 멘토링 연계 등 활동
지원에 나서는 한편, 2022년 10월 청년공동체별 활동 결과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청년공동체를
선정·포상할 계획
• 경북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330억 원 확보, 역대 최고액(2022.4.21.)
- 경상북도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신규 착수지구 7개소와 기본조사지구 6개소가 선정돼 국비 1,330억 원※※을 확보, 이는 배수
개선사업을 시작한 1975년 이후 최초로 사업비 1,000억 원을 돌파한 지난해 보다 2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 사업이 완료되면 농작물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
※ 배수개선사업: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
※※ (2021) 13지구 1,094억 원 → (2022) 13지구 1,330억 원
- (신규 착수지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로 세부설계 후 공사추진, 이번에 선정된 신규 착수
지구는 포항 내평지구 등 7지구로 총 519ha에 국비 775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세부설계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준공될 예정
- (기본 조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한 지구로 신규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 조사 대상
지구인 안동 안교지구 등 6지구는 총 631ha에 국비 5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수혜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향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
• 경남도, 2022년에도 친환경 방목생태축산 추진(2022.4.19.)

경남

- 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친환경
방목생태축산 조성이 가속화,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2019년 2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2개소가 선정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유휴 산지, 농지 등 기타 토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자급하고, 친환경
축산·동물복지축산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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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본 사업은 ▲초지조성, ▲경영지원 2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번 공모에 경남도는 ‘초지조성’ 부문
에서 고성군과 남해군 2개소가 선정, 총사업비는 9천 4백만 원으로 기존에 조성된 초지에 울타리 설치,
목초 종자 파종 등 초지보완(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 기준면적 1ha 이상에 가축을 방목 사육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초지조성’
사업은 1ha(10,000㎡)당 929만 원(2022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최대 1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경영지원’ 사업은 한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를 지원
- 공모사업 선정은 서류심사 후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외부 심사단의 현장평가에서 적격성, 사업계획 실현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
• 경남도,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국비 2,090억 원 확보(2022.4.20.)
- 경상남도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에 전년 대비 524
억 원이 증액된 국비 2,090억 원을 확보
※ ‘배수개선사업’: 농업진흥지역 중 수혜면적 50㏊ 이상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침수 및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설치, 배수로 정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2021년부터 쌀수급 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벼 중심에서 타작물과 연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정책이 변경
-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022년에는 신규 착수지구 7개소, 969억 원과 기본 조사지구
12개소, 1,121억 원을 확보
- (신규 착수지구) 기본 조사가 완료된 지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지구별로 확보되어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2023년 초부터 사업착수가 가능, 창원 북면, 진주 덕오, 금평, 양산 원동, 함안 악양, 창녕
진창, 하동 하동지구를 포함 총 7개 지구가 선정
- (기본 조사지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년간 경제성 분석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창원 대산, 진주 사봉, 사천 송림, 김해 시산, 밀양 오산, 의령 감암, 함안 유천, 창녕 가항, 고성
고성, 하동 목도, 함양 함양, 합천 광암지구를 포함 총 12개 지구가 선정
• 제주도, 장년층 ‘인생2막’ 지원 강화(2022.4.19.)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장년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후반기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161억 원을 투입
- 지원계획은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 안정화 도모,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4개 중점전략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안정화에 11개 과제 131억 원,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 7개 과제 2억 원,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에 7개 과제 22억 원, ▲노후
준비 지원체계 구축에 8개 과제 6억 원 등 총 33개 세부과제에 161억 원이 투입

제주

- 제주도는 장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길어진 노년기 준비 등을 위해 매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내 인구 규모※※ 중 가장 큰 집단인 장년층(24.3%)은 경력과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지역의 자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방침
※ 도 장년층 인구(도내 총인구 대비 비율): (2017) 143,451명(21.8%) → (2018) 150,743명(22.5%)
→ (2019) 156,103명(23.2%) → (2020) 159,846명(23.6%) → (2021) 164,558명(24.3%)
※ (2021) 영유아(0~5세, 29,363명) 4.34% / 청소년(6~18세, 92,216명) 13.63% / 청년(19~34세,
124,025명) 18.33% / (35~49세, 155,952명) 23.04% / 장년층(50~64세, 164,558명) 24.32% /
노인(65세 이상, 110,645명) 16.35%
※※ 도 인구수: (2017) 657,083명 → (2018) 667,191명 → (2019) 670,989명 → (2020) 674,635명
→ (2021) 676,759명

자료: 각 도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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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외
[기획] 기후변화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3호, 2022.4.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동 보고서는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의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도출
- 기후변화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
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진행 중인 현상이며,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위험요소
❍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인 ① 수자원 관리, ② 해양환경 보전,
③ 기후보건, ④ 자연재난 대응, ⑤ 식량 공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
-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으로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의 3대 영역이 도출
❍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토픽 분석 결과>
❍ 기후변화 영향의 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Assessment Report(AR)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

※ IPCC 평가보고서는 5차례 발간되었고, 현재 6차 보고서가 작성 중

❍ IPCC AR 1~6에서 기후 영향 내용을 담은 텍스트를 모아 이를 대상으로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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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성(semantic coherence)과 토픽 간의 배타성(exclusivity)을 기준으로 최적 토픽
수를 26개로 결정하였으며, 이들 중 위에서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연관된 토픽을 아래 표에 정리
❙IPCC AR 1~6의 기후변화 영향 관련 텍스트의 토픽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와 연결되는
토픽 리스트❙
코드

토픽

물

농업용수 부족, 건조지역 강수량

바다/해양

극방 빙하 감소, 해양수산자원, 해양생태계, 해양 산성화

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농업용수 부족

건강

동물곤충 매개 전염병, 보건 프로그램,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홍수

연안 지역 침수 피해

식량/농업

농업용수 부족, 농업 생산량, 식량안보

- 주요 키워드와 연관된 토픽 내용을 참고하여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으로 ① 수자원 관리, ② 해양환경 보전, ③ 기후보건, ④ 자연재난 대응, ⑤
식량 공급을 도출
❙토픽별 주요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

※ 토픽 간 연결성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키워드 라벨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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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해외 제도
❍ [영국] 다른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완화와 적응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법에 적응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의무 등을 명시
❍ [일본] 특별히 적응 영역에 특화된 적응법이 제정, 완화에 관한 개별법인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
❍ [EU]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별도로 존재하며, 최근 수정된 전략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환경요소로 정의
❍ [미국]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가 및 계획 등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부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및
적응계획 수립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주요국 제도❙

 국내 제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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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제37조~제46조: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행
사항을 기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4. 제정, 2022.7.5. 시행)
-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상기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원칙과 계획 및 대책 수립 전반에 관한 제도
적인 틀을 제공하나 다양한 기후변화 영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기반으로 작용
하기에는 한계
❍ 기후변화 적응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기 기본법 이외에도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개별법이 존재하며,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두 기본법이 다루지 못하는 구체
적인 이행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됨.
<국내 적응 입법 트렌드>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법안 발의 트렌드] 분석대상: 제1~21대 국회(1948년~현재)
에서 제안된 의안 중 제안이유 및 발의 주요 내용에 ‘기후변화’ 연관어와
‘적응’이 포함되어 있는 의안
❙1948~2021년에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의안 건수❙

- 1948~2007년에는 ‘기후변화 적응 의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전체의
59%)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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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의안 전체의 38%가 기후변화 전반을 다루는 법안에 관한 것으로 대다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또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관한 내용
- 2008년~2021년에 걸쳐 발의된 총 37개의 의안 중 7건만 가결되었고, 본 연구에서
파급력이 큰 기후변화 영역에 해당하는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에
관한 의안은 존재하지 않거나 1건(「기후변화 건강관리 기본법안」) 발의된 후
임기만료폐기
❙1948~2021년에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 법안의 세부 내용 구분❙

❙1948~2021년에 가결된 ‘기후변화 적응 의안’❙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보완이 요구되는 정책영역에 관한 주요 현행법>
❍ 앞에서 우리 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영향 영역과 기후변화
적응 법안 발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도출된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 중 의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으로 기후보건, 식량공급, 자연재난 대응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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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에 관한 주요 현행법을 살펴봄으로써 의안 제안이유
및 법안 발의 주요 내용을 대상으로 한 키워드분석에서 놓칠 수 있는 법조문
내용을 분석
<기후보건>
• 보건의료기본법은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 수행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건강 영향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건강관리 사업 지원기구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17년 「기후변화 건강관리 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기후보건에 관한 주요 현행법❙

<식량공급>
• 식량 공급에 관한 주요 현행법은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함.
• 「물관리 기본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으나 기후변화 및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 식량의 공급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식량 공급에 관한 주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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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응>
• 기후변화가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재난대응에 관한 개별법에 이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대책 내용이 부재함.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입법 아젠더>
 기후변화 적응 전반
❍ 현행법상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에 대응하는 조문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은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큰 틀의 관리방침 이상의 이행력을 보장하기 어려움.
❍ 기후변화 적응은 방대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며 개별법에서 각각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겠으나 각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이상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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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여기서 적응전략 이행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 등 관련 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영향 영역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 중 의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에 관한 입법 아젠더❙

이슈 브리프

일본의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의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941호, 2022.4.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
하였습니다.

<개요>
❍ 국제적으로 식량부족과 식품폐기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손실과 폐기
저감화는 기존의 식품정책을 재분배,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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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이 2021년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식량부족 인구가 최대 8억 1,100만 명(최소 7억 2,000만
명)에 이르는 한편, 소비단계에서 식량의 1/3이 폐기되고 있고, 각국의 식품폐기물
감량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량은 여전히 증가
- 주요국들은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2.3(이하 ‘SDGs 12.3’이라 함)’에 따라 2030년 식품폐기물 발생량을
2015년 대비 50% 감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폐기물 정책을 추진
❍ 식품폐기물관리정책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폐기단계 이후 식품
폐기량(food waste) 감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
-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소비단계 이전 식품의 가식부(可食部) 손실까지 포함하여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을 입법화※하여 추진

※ 2001년「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
に関する法律)」, 2019년「식품손실삭감추진관련법률(食品ロス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 식품재활용정책과 식품 손실감소촉진정책을 병행 시행 중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재분배, 재활용사업은 안전이 필수이므로 일본 사례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식품기부 등 관련 법률에 식품손실감소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식품손실(food loss) 저감정책 개요의 개념>
❍ 식품손실과 폐기의 정의와 정책대상 범위가 표준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SDGs 12.3에
식품손실과 폐기에 대한 지수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폐기단계 이전 전(全) 단계의
식품손실 관리를 식품폐기 관리정책과 연계하는 정책들도 추진
❍ SDGs 12.3에 따르면, 식품손실은 식품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내 공급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이는 정책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유의미하고 성과의 정량적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책대상으로 한정한 협의적 정의
- 그러나 일반적인 식품손실 개념은 식품공급망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보관, 판매, 가정 등 식품의 폐기 이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이 섭취
가능한 식품의 손실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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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적인 손실 외에도 품질 저하로 나타나는 영양성분과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량화하여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통 음식물 폐기물
감량정책 차원에서 추진
❙식품손실(food loss)의 예❙
구분

예
• 수확 전 농산물: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공급사슬 내 부패된 농산물

공급단계

•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폐기되는 농산물(매몰)
• 시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되는 농산물
• 식품 제조·가공 시 모양이나 조리 관행으로 폐기되는 식재료의 가식부(可食部)

유통단계

•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경과(임박) 식품
• 유통 중 품질저하식품(보관, 유통, 전시 등)

• 소비자 공급(배식) 전 음식
소비단계 • 가정 내 음식
• 가정·외식·급식산업 공정단계의 가식부 폐기

❍ 식품손실 감소정책은 공급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식부
(可食部)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정책, 일단 폐기된 식품은 재분배·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
❍ 산업계의 식품원료의 가식부 이용 확대와 폐기 최소화, 식품기부를 통한 재분배,
식품의 재활용·순환자원화, 식품 낭비 요인이 되는 산업계 관행과 식문화 개선,
그리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일본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 추진현황>
❍ 일본 정부는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 촉진에 관한 법률(食品循環資源
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하 ‘식품재활용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식품
재활용정책을 추진
❍ 2015년 UN이 발표한 SDGs 12.3 목표 중 식품손실지수※ 감소 목표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식품손실삭감추진관련법률(食品ロス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식품손실감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을 병행하여 시행

※ 식품손실지수(food loss index, FLI):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

- 이 법률은 식품손실감소 정책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조치’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여 식품손실
감소를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대
- 26 -

⎗ 아젠다 발굴

- 관련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기본방침 마련, 식품손실 감소의 달(10월) 지정, 범국민 캠페인 실시, 그리고
지자체별 맞춤형 시책 마련 등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 또한, 각 부처별 역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식품손실 발생 실태조사 분담, 식품
재활용법 등에 기반한 식품 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과 식품손실 감소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
❙일본 식품손실감소법의 구성❙
구분

「식품손실감소법」 개요

대상

• 식품손실(먹을 수 있는데 버려지는 것)

목적

• 식품시스템 전(全) 과정에서의 가식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기본방침 마련, 범국민 캠페인 실시, 그리고 지자체별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성

• [제1장] 총칙

• [제3장] 기본적 시책

- 목적/정의/주체별 역할

- 교육 및 학습의 진흥, 보급, 홍보

- 식품손실감소의 달 제정(10월)
• [제2장] 기본방침

- 식품사업자 활동에 대한 지원, 표창

- 지자체 식품로스 삭감 추진 계획

- 미이용 식품 재분배 활동 지원
• [제4장] 식품 로스 삭감 추진 회의

- 식품 폐기 실태조사

자료: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食品ロス削減の推進に関 する法律」 개요”; 주문솔, 「식품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동향·입법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11.30., p.49.
❍ UN SDGs 12.3에서 식품공급망의 상위단계(제조, 도매)에 한정하여 식품손실의 범위를
정의한 것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의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은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식부의 손실이 정책대상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식품손실감소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을 주무 부처로
하여 환경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이 협력하고 있으며,
‘식품손실 감소 회의’를 통해 유관 단체들과 기본방침이나 시책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
❍ UN SDGs 12.3에서 정한 2030년 식품폐기물 감량 목표는 2015년 대비 50% 감소이나
일본 정부의 목표는 관련 정책 시작년도인 2000년(연 980만 톤: 가정계 433만 톤, 산업계
547만 톤) 기준 대비 50%(연 489만 톤: 가정계 216만 톤, 산업계 273만 톤) 감소로
기준년도가 다른데 정책적으로 식품의 가식부와 비가식부를 분리하여 관리하면서도
각 산업별 현실을 반영,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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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식품 만기일 표시 및 식품손실 저감 소비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 식품손실
감소의 달(10월) 홍보, ‘Zero Food Loss Project’ 캠페인, 사업자 지원·포상, 정보
수집 및 제공, 식품 재분배활동 등을 지원
❍ 또한, 농림수산성은 식품손실이 발생하는 상업·산업계의 관습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잔반 없는 회식 문화 개선, 납품기한의 완화,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 방법의 간소화※, 식품손실 저감 신기술 지원※※, 편의점의 과잉발주
예방 등 수요에 맞춘 식품 소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 품목별 안전기준 내에서 연월만 표시, 10일 단위 표시 등을 검토 중
※※ 미이용식품 판매채널 및 판매정보제공서비스 제공 기술을 말함.

❍ 식품 재분배는 재해 대비 비축식품의 재분배나 푸드뱅크 지원사업, 각종 잉여 식품의
재분배사업을 지원, 또한 2021년 일본 정부는 농식품 분야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 정책’에 소비분야 식품손실 감소대책을 포함
시켜 식료시스템 순환구조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
❍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재활용 및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으로
식품손실 발생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일본의 식품손실량(가식부) 발생 추이(2015~2019)(단위: 만 톤)❙

자료: https://www.maff.go.jp/j/press/shokuhin/recycle/attach/pdf/211130-4.pdf(검색일: 2022.4.14.) 요약
- 2022년 일본 소비자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 손실량은 2012년 642만 톤에서 2015년
64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570만 톤으로 감소, 특히 2019년 식품손실량
총량, 사업계와 가정계 발생량 모두 2018년 대비 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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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목표 대비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식품손실량 총량 83.5%, 가정계
발생량 79.3%, 식품산업계 발생량 86.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물 폐기물
감소사업의 확대 지원으로 외식산업계의 감소 폭이 커졌고, 국민 1인당 1일 식품
손실량도 2015년 139.7g, 2017년 131.5g에서 2019년 123.3g으로 감소 추이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환경부 주관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음식물 폐기물 발생 이전단계의 정책, 즉 식품손실 관리는 잔반 감소 등
캠페인 수준
❍ 반면, 일본 정부는 식품손실 감소정책이 산업계의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이고 식품
자원 소비 효율화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식품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부담 완화 대책으로도 의미
❍ 우리나라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식품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품손실감소 촉진정책의 전략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 이는 식품자원의 효율적
소비구조와 재활용, 재분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도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
❍ 우선 국내 푸드시스템 내 소비단계와 폐기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의
성과가 분절되지 않도록 식품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의 식품손실 관리대책을 수립
- 식품손실과 폐기 감소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손실과 폐기지표를
분리하여 수집하고, 관리체계는 통합하여 정책의 연계성·구체성·효율성을 제고
❍ 한편,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는 2015년 이후
0.27kg/일/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통계의 통합관리와
SDGs 12.3 목표에 따른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

※ 최근 발표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음식물
폐기량은 2011년 311.3g, 2016년 367.95g으로 증가

❍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원이므로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재분배, 재활용사업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본 사례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식품 기부 등 관련 법률에 식품손실관리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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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식량안보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Russia’s war on Ukraine: Impact on food security
and EU responses”(2022.4.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식량안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식품 공급 시스템을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침략이 발생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열량의 12%가 두 국가에서 생산됨.
- 또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비료 수출국으로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 중동,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72%, 우크라이나에서 18%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 현재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품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계

밀
옥수수
보리
해바라기유
해바라기 깻묵(cake)
식물성 기름
전 세계에서 무역 거래가 되는 식품
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10%
15%
13%
31%
61%
-

24%
2%
14%
24%
20%
-

34%
17%
27%
55%
81%
10%

6%

5.8%

11.8%

❍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식량 공급의 부족, 식량 가격의 상승 등을 발생시킬 것이며,
국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 다른 국가
들의 수출 상황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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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는 2022-2023에 전 세계적으로 2,500만 톤의 밀이 다른
국가에서 대체되어 생산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 농식품 가격은 전쟁 전에도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생산량 부족과 투입재 가격 상승
으로 인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이집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터키, 헝가리 등은 이미 그들의 주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함.
❍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바라기씨유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생산과 저소득층의 식량안보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료 및 사료 첨가물, 비료 등의
수입 위험도가 상승함.
-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은 식품 접근성이 낮아졌으며, 최근의 사태로 인해 더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책을 실시함.
- 5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제공, 특정 상품(예: 돼지고기)
시장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며, 2022년 후반기에는 직불금(direct payments)을
제공하고자 함.
- 추가적인 농지를 생산에 투입하고,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 제한 조치를 피하며, 공동농업정책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 연료, 비료,
제초제 등에 대한 수입 의존성을 낮추는 투자를 실시함.
- 우크라이나에 3억 3,000만 유로 규모의 위기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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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 관한 ESG 지역 금융 실천
가이던스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業・食品産業に関するESG地域金融実践ガイダンス」
の公表について”(2022.3.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 관한 ESG 지역 금융 실천 가이던스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3월 31일, 지역 금융기관의 ESG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투융자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 관한 ESG 지역 금융
실천 가이던스’를 발표함.
-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거버
넌스)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 과제 해결과 성장 동기를 목표로 하는
금융 동향이 주목받고 있음.
❍ [ESG 지역 금융] ESG 지역 금융이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투융자·본업 지원임.
- 그 본질은 현재도 지역 및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사업자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실천해 온 대응에 내재되어 있음.
❍ [지역 금융기관 장점] ESG 요소에 주목하여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과제 해결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안건 발굴이나
고객 개척으로 이어짐.
-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리스크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낮춰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경감으로 이어짐.
-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을 발굴해, 리스크와 기회 양면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제안형 영업 정보 취득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제안형
영업은 지역이나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획득으로도 연결됨.
❍ [사업자 장점]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회와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것들에 대응한 사업 활동을 통해, 거래 관계 유지·확대, 고용 인원 확보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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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지역 실현으로 이어지는 아웃컴과 임팩트 파악] 지속 가능한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향상이 필요함.
-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사업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아웃컴)와 3가지 측면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 효과와 파급효과(임팩트)가
중요하며, 이것이 ESG 지역 금융이 목표로 하는 가치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원
하는 의의를 명확화하고, 목표로 해야 할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 [ESG 요소에 대응하는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과제 및 대응] 일반적인 ESG 요소에
대응하는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과제나 대응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ESG
투융자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투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건도 있음.
-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농기구 도입, 수자원 및
에너지 이용 관리를 위한 축산 오수처리시설 정비,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등
- (사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및 농상공 연계 등
- (거버넌스) GAP 도입 및 계약형 거래에 의한 공급망 관계자 전체의 리스크 부담 등
❍ 농림수산성은 가이던스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 양립을 목표로 하는
미도리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ESG 투융자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음.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eiei/kinyu/220331.html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4/220414-5820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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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식량안보 관련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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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관련 주요 동향
❍ 지속적인 지구온난화로 식량 생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식량안보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
-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 곡물자급률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 쌀 자급률도 2015년
101%에서 2020년 92.8%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식량안보지수는 세계 113개국
중 32위 수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단위: %, 양곡 연도 기준>

<2021년 세계식량안보지수>

-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2~105%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식량자급률은 0.5~9.4% 수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밀은 자급률이
2%에 지나지 않아
- 이에 정부는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853톤에서
2021년 8,401톤, 2022년 1만 4,00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
자금 금리도 0.5%포인트 인하
❍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곡물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50% 가량 상승, 2022년 2월 수입
곡물의 1t당 가격은 386달러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47.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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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3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41.4) 대비
12.6% 상승한 159.3을 기록, 1996년 이후 최대 상승 폭

-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3.6%나 올랐고, 특히 밀과 콩, 옥수수 등으로 구성된
곡물가격지수는 170.1까지 급등, WFP는 식품 가격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전망
❍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곡물가격이 고공행진, 세계 1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밀 수출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고,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장기화로 밀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리는 곡창지대이고, 러시아도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두 나라가 전 세계 밀 공급량의 30%, 옥수수의 20%, 해바라기
씨유의 80%를 담당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98%가 통과하던 흑해를 차단해 수출용 곡물
3,000만 톤이 묶였고, 러시아도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국에
대한 곡물 수출을 중단
❍ 국제곡물이사회는 “전쟁 장기화 시 곡물 수입 의존 국가들이 2022년 7월부터는
밀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식량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주권을 강조하기도
❍ 한편,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 이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던 국제 곡물 가격과 식료품값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이 치솟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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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이 식품과 에너지, 금융 중 하나
이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으며, 2022년 4월 18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주요 20개국과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서기도
❍ 또한, 중국은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세계 최대 밀 소비국으로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것도 변수로 작용해 중국의 겨울 밀 수확량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며, 일각에선 올해 농작물 상황이 역대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

※ 옥수수 수입은 2019년 479만 톤에서 2021년 2,835만 톤으로, 밀 수입도 349만 톤에서 977
만 톤으로 증가

❍ 국제 곡물 가격변동은 국제 정세의 영향뿐만 아니라 농업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세계 식량 공급 체계를 불안하게 만들어
- 과거 세계 곡물 생산량과 가격은 대체로 가뭄·홍수 등 재해나 병해충, 기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의 빈도는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더 잦아져
- 2021년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선 가뭄과 고온 피해가 심해 미국 수확량은
최대 40% 줄었고, 대두, 설탕, 커피, 오렌지 수출 1위인 브라질에서도 가뭄과
홍수가 반복, 그나마 작황이 좋았던 호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곡창지대가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은 셈
- 채텀하우스의 보고서는 식량 재배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생산량 확대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 특히 비료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져
- 또한, 농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 중 하나이기에, 농업 확대가 식량안보 위기 해소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
❍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그 3%라는 수치를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불안정한 국제 식량 수급을 고려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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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국가 식량
수급 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밥상 물가가 고공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짐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량안보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이는 공급망
강화가 곧 경제 안보 강화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의 먹거리가 달린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도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 2022년 4월 15일, 인수위 관계자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수위
국정과제에 식량안보 강화가 포함됐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2022년 3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1%까지 치솟은 가운데,
원인 중 하나가 30%대 중반을 웃도는 수입 농산물 물가상승이라고 지적
❙농산물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단위: %)❙

❍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으며, 인수위 관계자는 “식량안보 대책을 통해 서민 체감이 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하고 최근 불거진 공급망 관련 현안까지 챙기겠다는 전략”
이라며 “국정과제에 물가 부담 경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추가매입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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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27만t 중
잔여 12만 5천t에 대해 추가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혀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식량안보 위해 비축량 확대] “식량
안보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며, 먼저 정부와 민간의 곡물 비축량을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 농업예산을 늘려 꾸준히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
❍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정보력 갖추고 식량 공급망 구축도] “국내
농업 여건상 무조건 자급률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해외 농업 개발이나
수확 후 곡물 유통 과정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국제 곡물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
❍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글로벌 식량 공급망 구축]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만약 호주까지 가뭄이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글로벌 식량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줄어드는 경작지 문제와
기후변화 등을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
- 남재작 소장은 “먹거리의 80%를 수입하는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건 그
80%를 생산하는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글로벌 곡물 메이저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정보력과 한국에 최적화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숙제”라고 강조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22년 4월 15일, ‘2022 KREI 연구 성과 보고회’
에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국민 먹거리 아젠다 확대와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 대응과 수요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이날 발표에 나선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식량안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고,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기반 확대 등을 비롯해
민간을 중심으로 국제곡물을 국내 수요와 연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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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식량위기 대응 수단은 △국내 생산·공급 기반
확대,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 조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해외농업개발과 곡물조달 시스템은 성과가 극히 미진
하다”고 지적
- 그러면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을
겪으며 추진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곡물 조달시스템이 이후 곡물가격 안정화로
제대로 투자되지 못한 게 문제”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쌀 이외 밀·콩 등 비축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
- 식량안보와 관련해 임송수 고려대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농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헌법 제104조에 A항을 2017년에 만들어 식량안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 농업생산,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고, 지역이나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함께 있어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
이라고 강조
- 또한, 임송수 교수는 무엇보다 기존 공급이나 농지·스마트 농업 등 생산성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소비·수요 측면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
❍ 최근 GS&J도 “전쟁에 따른 국제곡물 교역 감소 등으로 식량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량·자원·에너지를
묶어 국가안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
자료: “[단독] 수입 농산물값 치솟자…식량안보, 국정과제로”(매일경제, 2022.4.16.),
““식량안보 위기, 곡물비축·공공급식 확대로 돌파를””(농민신문, 2022.4.18.),
“우크라 전쟁발 ‘식량위기’는 기후 위기 대응 위협한다”(세계일보, 2022.4.19.),
“[기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농민신문, 2022.4.20.), “새 정부 국민 먹거리
-식량안보 ‘新 아젠다’ 세워야”(농축유통신문, 2022.4.20.), “식량안보 장기적
대응 방안 절실”(원예산업신문, 2022.4.20.), “[속보] 인수위 “쌀 12만5000ｔ
격리””(농민신문, 2022.4.21.), “인수위 “쌀값 하락세 지속…정부, 조속히
추가 매입해달라“”(연합뉴스, 2022.4.21.), “전 세계 ‘식량전쟁’ 중인데 한국
밀 자급률은 0.7% 불과”(한국일보,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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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자료 : 행정안전부(2022.4.18.)

개요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발표, 2022.4.18.] 행정안전부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주요 결과
❍ [정량지표]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로 부여된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했으며,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
- 목표달성도가 높은 시·도부는 시부에서는 광주·울산(92.9%), 대전(89.3%), 도부
에서는 전남(95.4%), 경기·경남(94.3%) 순
❍ [정성지표] 정성지표(21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
-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부는 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 도부는
경기(13건), 제주(8건), 충북(4건) 순
❍ [국민평가]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
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도부 별로 5건의 우수사례 총 10건을 선정
- 국민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에서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

※ (국민평가단) 17개 시･도별 12명씩 선발, 총 204명으로 구성(해당 거주지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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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
❙2022년(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평가 결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7개 지표: 정량 4개, 정성 3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광주·대전·울산·세종(100%)

대구 3건, 인천·대전·울산 각 1건

도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100%)

경기 3건, 제주 2건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16개 지표: 정량 16개)
구분

목표달성도

시부

울산(100%), 대구·광주·대전(93.8%)

도부

전남·경남·제주(100%)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2개 지표: 정량 41개, 정성 11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광주(95.1%), 울산(92.7%)

대구·대전 각 5건

도부

전남(100%), 충북(97.6%)

경기 7건, 제주 5건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28개 지표: 정량 22개, 정성 6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대전(100%), 세종(90%)

대구 4건, 대전 3건

도부

전북(100%), 충남(95.5%)

경기 3건, 전북·전남 각 2건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5개 지표: 정량 4개, 정성 1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75%)

서울·대전 각 1건

도부

경기(100%),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75%)

강원·전남 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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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울

•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공급
- 9개 참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입주 학생은 임대료와 월세 없이 관리비만 부담

서울

• 투명 페트병의 재탄생 투명 페트병을 옷입는 서울
- 시-구-민간기업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한
재생 섬유 ‘리젠서울’ 제품 출시
- 투명 폐페트병 약 427톤을 재활용하여 약 118톤의 재생섬유 생산

인천

• 인천형 자원순환, 폐플라스틱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 전국 최초 버려지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재활용하여 네임텍을 제작하였으며, 인천형 자원순환가게
17개소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실천
- 폐합성수지류 165톤 수거 및 자원순환가게 1,244세대 가입으로 주민참여 제고

광주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 전담 조직 신설 및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생애기주기별 6단계 정책 지원에 6개 부서, 28개 시책을
마련하였고, 시민 접점 밀착홍보 실시
- 전국 유일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수 10개월 연속 증가

울산

•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
-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수립 및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 실시
- 주민세 전액(39억 1,200만 원)을 환원하여 132개 지역 숙원사업 선정

경기

• 생애주기별 따뜻한 집이 온다
- ‘아동,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장애인’ 4단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비 절감, 주거환경 개선

경기

•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DOWN자원순환UP
- 폐비닐, 폐아이스팩, 폐페트병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보관 용기, 가로수 보호판, 도로반사경, 볼펜
등 재활용품 생산
- 폐비닐 322톤, 폐플라스틱 3톤 재활용에 따른 탄소 645톤 저감

강원

• 잘 버린 플라스틱의 아름다운 귀환
- 지역주민과 함께 플라스틱 수거 체계를 구축, 민간 재활용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기념품 제작
- 1회용 컵, 페트병, 폐플라스틱으로 영농자재, 골프티, 우산, 수건 등 제작

충남

• 갯벌 인명구조시간 5배 단축, 연안사고 예방정책 전국 선도!
-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 제작·보급, 충남 해안선 24시간 감시 및 예찰용 적외선 CCTV 도입, 인명
구조용 드론 등 해양 안전관리 스마트화 추진
- 연안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증가(194%)로 안전 강화

제주

• 탈플라스틱 열풍 제주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 위해 다시 뭉쳤다
- 1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스타벅스),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페트병 리사이클 시스템 마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친환경 제주를 위한 노력
- 통합보상제를 통한 페트병 배출량 42% 및 재활용품 회수량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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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