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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관계부처 합동(2021.9.16.)

개요
❍ [관계부처 합동,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9.16.] 금번 회의
에서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관련 대응방향, ③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
방안, ④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⑤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안건이 논의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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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강조
❍ 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국제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먹거리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고 인식
❍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 ’을
마련

※

･ ･

‘국가식량계획’: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①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
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1.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 하고, 국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

※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 물량(천 톤): (2020) 350/3/17

(2022) 450/14/25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 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 톤
선적 규모), 20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 톤 공급 예정

❍ 밀·콩 생산단지 조성·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농지·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 수립(2022),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추진
❍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성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자체 푸드플랜 우수 사례) 전북 완주군은 지역 푸드플랜을 적극 수립·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 매출액(2015: 41,435백만 원 → 2020: 59,346), 공공급식지원센터 매출액
(2015: 2,772백만 원→ 2020: 7,977)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증대,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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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지표
2020년
쌀 350천 톤,
주요 품목 비축매입물량 확대
밀 3천 톤, 콩 17천 톤
밀·콩 자급률
0.7%/26.7%(2019)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누계)
8,719ha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1개

미래 모습
2021년
2025년
쌀 350천 톤
쌀 450천 톤(2022),
밀 10천 톤, 콩 25천 톤 밀 30천 톤, 콩 60천 톤
1.7%/30.9%
5.0%/33.0%
10,671ha
19,000ha
111개
150개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 비의도적 오염 노출 최소화, 효율적 유통 등 친환경농업을 집중
수행하는 지구를 ‘친환경농업집적지구’로 지정(〜2025년 72개소, 신규)

◈ (경축순환농업 우수사례) 논산계룡축협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액비·전기까지
생산, 퇴비·액비는 논산시 전역 논에 뿌리고 전기 생산으로 연간 4억 원 수준 수익
- 1994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여, 1997년 액비화 성공, 201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2016년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음식물 처리

❍ 식품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정·외식업체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 하고 기후변화 모니
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027)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021) 303품종

→

(2025) 363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 적정 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2020: 266kg/ha → 2025: 233), 가축
분뇨 정화·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확대 등 추진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지표
2020년
￭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20.4백만 톤(2017)
￭ 화학비료 사용량
266kg/ha
￭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 비중
10%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289품종
￭ 친환경 농업 인증 비중
5.2%
￭ 음식물류 폐기물
14,317톤/일(2019)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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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습
2021년
261kg/ha
11%
303품종
5.9%
-

2025년
19.0백만 톤(2030)
233kg/ha
15%
363품종
10.0%
12,885톤/일(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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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 하고,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강화

※

→

① 불규칙한 식생활 개선,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비만의 사회적

→

→

→

비용 13.9조 원(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② 소득수준별 유병률(상
(31.8%

35.6), 고혈압(26.4%

30.9), 당뇨(11.4%

하, 2019년): 비만

11.7)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2021년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국민 건강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
◈ (영유아)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230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학생)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교육부), 급식 공급업체 등록시설 점검, 학교
주변 판매업소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 (노인)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수산물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확대 시행(2024)하고,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 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022)

※

현재 수입농식품 통관 단계 관리,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에서 담당,

수입수산물은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일관 관리 중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지표
2020년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격차 11.4%p(2018)
￭ 나트륨 1일 섭취량
3,274mg(2018)
￭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상 품목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

미래 모습
2021년
3,219mg

농산물

농산물

관세청·농식품부

관세청·농식품부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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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0%p(2030)
3,000mg
축산물*·수산물(2024)
* 축산물은
소·돼지·닭·우유·달걀,
수산물은 어류부터 도입
농식품부 일원화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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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기반

❍ [법적 근거]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계획 수립]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

금번 계획은 제1차 계획임을 감안하여 5년 단위 계획(2021

2025)으로 수립

- 중앙정부의 국가 식량 계획은 식량안보, 먹거리 기본권 등 국가 단위 과제를
다루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식량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
- 지방정부의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식량 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포함※

※

･

기 수립한 지역의 경우 국가 식량계획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

❍ [추진 체계]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 추진
- 다부처 연관 과제(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는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추진

※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 지자체에서 추진할 과제는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지원(차년도 예산, 중기 재정 등 반영)
❙과제별 관계부처❙
추진과제

관계부처

 식량안보
① 위기 대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②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밀·콩 산업 육성
원예 작물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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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관계부처

축산물 안정적 공급
수산물 안정적 공급
농지 유지 및 활용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인력 육성
③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지역 푸드플랜 확대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①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기반 구축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생산 강화
농업용수·토양 관리
③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친환경 농어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먹거리 통합 지원
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개선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공공급식 개선
나트륨·당류 저감화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확대
농경지, 용수 등 재배환경 관리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1.9.16.)(https://www.moef.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2021.9.16.)
(https://www.mafr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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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한국판 뉴딜 2.0 2022년 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합동(2021.9.13.)

개요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최, 2021.9.1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9월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
①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②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
방안 안건이 논의

주요 내용
❍ 첫 번째 안건은 진화하는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 2022년 예산안’을 논의
- 2022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33.7조 원을 반영
- (디지털 뉴딜)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3조 원을 반영
- (그린뉴딜)은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3조 원을 반영
- (휴먼 뉴딜)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1조 원의 투자계획을 반영
- (지역균형뉴딜)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1조 원의
예산을 반영
❍ 두 번째 안건은 확대된 뉴딜 2.0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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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으로 휴먼뉴딜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이제 맞춰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
-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
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
❙2022년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

※

뉴딜 10. 기준, 2021년 국비 투자규모 22.8조 원

- 8 -

⎗ 정책동향

❙한국판 뉴딜 2.0 구조❙

- 9 -

⎗ 정책동향

❙한국판 뉴딜 2.0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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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자체, 규제혁신 과제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2021.9.24.)

❍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과제 17건 선정, 2021.9.24.]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 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음.

- (주요 내용)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

※

･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
으며,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부분)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

 지역경제 활력제고
(6건)

•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경기 안양시 → 조달청)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부산시 → 행정안전부) 등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대구 동구 → 환경부)
(7건)
• 인근지역 농업단지도 동일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경남 김해시 → 농식품부) 등
 주민 불편행정 해소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대전 대덕구 → 행정안전부)
(4건)

❙2021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농식품부 4건)❙
연번

과제명(건의 지자체 ⇒
소관부처)

개선 내용

조치사항

완료
시한

□ 소상공인·농업인 지원(7건 중 3건)

1

기존 신선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해 신규로 수출검역단지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시·군) 단위 집단화 필요
신선농산물
→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시설(김해시
수출활성화를 위한
소재)과 선과장(부산시 소재)이 행정구역 단위로 「수출검역
지역제한 규제완화
집단화되지 않아, 신규 수출농업단지로 지정 불가 단지 지정 및 2021.12월
관리요령」
예정
경남 김해시 ⇒ 개선 동일 행정구역이 아닐지라도 연접한 지역으로 구성된
개정
농업단지도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
농식품부
효과 신규 수출단지 지정을 통해 농산물 수출 기회 확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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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건의 지자체 ⇒

개선 내용

소관부처)

조치사항

완료
시한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목별 통상적인 파종 시기를 고려
하여 보험 가입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 제주의
월동무와 마늘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파종시기가
월동무·마늘의
빨라져 월동무는 8월 중순 파종, 마늘은 8월 상순부터 「농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파종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파종 시기 및 가입 기간이 월동품목 2021.9월
가입기간 및 조건
2
맞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 불가
개선
보험상품」
예정
개정
개선 파종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등 생육환경 변화를 감안,
제주도 ⇒ 농식품부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가입 시기를 변경
효과 월동무, 마늘 재배 농가들의 재해 피해 보상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기존 제주지역 만감류※ 일부 품종(진지향·청견 등) 및
쪽파·녹차※※는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서 제외 →
보험목적물 제외로 매년 태풍·폭설·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농가 부담 발생
제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 ‘만감류’는 감귤을 고품질화한 개량품종으로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함.
목적물의 범위 확대
3
※※ 파·차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
제주도 ⇒
이며, 충분한 통계가 확보된 이후 사업지역 확대를
고려 중임.
농식품부

「농업재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2022.12월
범위」
예정
고시 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기준
개선 재해보험사업의 품목과 사업지역 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마련 검토
확대 기준을 마련
효과 농가의 재해 피해보상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화

□ 주민 불편행정 해소(4건 중 1건)

1

기존 반려동물과 생활하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져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 시 반려동물들이 방치되는 사례 발생
취약계층 1인가구
※ 현재, 지자체장이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
어르신 반려동물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
보호
「동물보호법」 2022.12월
개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제14조 개정 예정
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대구 동구 ⇒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 도입
농식품부
추진
효과 반려동물의 유기 방치 사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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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25개 마을 선정ㆍ시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9.15.)

❍ [농식품부,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경연(콘테스트) 25개 마을 선정·시상, 2021.9.15.]
농식품부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를 발표, 대통령상은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이 수상하였고, 5개 분야별※ 금상·은상·동상·입선 수상

※ ･

･

･

･

소득 체험, 문화 복지, 경관 환경, 농촌지역개발사업우수, 농촌빈집 유휴시설활용우수

- (주요 목적)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5개 분야별 금상을 수상한 마을의 주요성과>
◈ (소득·체험 분야…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 대통령상) 계절별 식당메뉴 개발(콩국수,
순두부 등), 콩 가공식품(두부, 콩물, 두부과자 등) 판매로 연 4.7억 원의 매출 달성과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환원
◈ (문화·복지 분야…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 국무총리상) 인문학 활동을 통해 학상리
만의 ‘학춤’ 개발,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도서관’을 완성
◈ (경관·환경 분야…충남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젓떼기마을’; 국무총리상) 마을힐링공원·
마을정원 조성, 어울림공간 조성, 농·어촌 쓰레기 수거의 날 운영, 마을 환경보전 인식개선 활동
(업사이클링 밴드 운영, 캠페인송·영상 제작, 마을표어 공모전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전남 함평군 ‘월야면’; 국무총리상) 달맞이문화센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사물놀이,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목욕탕과
재능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체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 무료 경로식당 운영,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
◈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분야…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 농식품부장관상)
폐교된 이서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경로잔치·송년회·음악회 등 주민화합의 공간, 방문객 쉼터,
농촌유학, 청년마을프로젝트, 전남에서 한달 살기, 직거래 장터(난리법석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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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9.14.)

❍ [농식품부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 선정, 2021.9.14.]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협력사업’(이하 AFSIS 협력사업)이 국내 농업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로 선정

※

※※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The
OECD-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이하

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유

※※

접 및평

누 www d p g
게

OECD-OPSI는 OECD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OECD 본부 내 전담 조직

총

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소개, 2013년부터

수

월

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71개국 466건(2021.9

리집(

기준)의 혁신사례(한국 20개)

.oec -o si.or )에
재

- (주요 내용) △올해는 농식품부에서 AFSIS 협력사업의 성과를 OECD에 제출한
결과, 대한민국 농업분야 최초로 OECD 혁신사례로 선정, △AFSIS※ 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아세안 6개국※※ 대상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을 구축하고 대상국 관계자들의 ICT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
･ ･ 총
+ 림
※※ 캄 디 미얀마 스 베트남 네 필 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아세안 3 농
보

아,

, 라오

,

태

1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정보

, 인도

시아,

장관회의 산하 협력체(사무국

국 소재)

리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구축(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 협력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별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행정효율화
및 아세안 식량안보에 기여
◈ (대상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기간 및 규모) 3단계(2014년~) / 총 11,030백만 원
※ 농업생산정보(1단계, 2014~2017년) → 유통정보(2단계, 2018~2021년) → 예측모델(3단계, 2022년~)
◈ (성과) 지원국 농업통계 수집시간 단축(평균 48일/년 → 27, 44%↓), 정보수집 건수 확대(2,723건/년
→ 8,545, 214%↑), 방문자 수 증가(13,513건/년 → 299,466, 2,116%↑)

❙OECD-OPSI 공공 혁신사례 대한민국 선정현황❙
연번

선정일자

정책명

기관명

1

2013.02.22.

50세 이상 지원 계획
서울시 50플러스

서울시

내용
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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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선정일자

정책명

기관명

2

2014.01.25.

일학습 병행

고용노동부

3
4

의약품 부작용
식품의약품
2014.01.28. 피해구제 시스템
안전처
(ADR)
생애주기 맞춤형
2015.01.21.
행정안전부
원스톱서비스(OCLS)

5

2017.05.22.

6

2017.11.09.

7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시티 융합
투자·평가를 위한
2018.01.10. R&D 플랫폼 R&D
PIE

8

2018.02.09.

9

2018.10.2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광화문1번가

국민 가상전력소

행정안전부
서대문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전력
거래소

벤처·창업기업 제품
조달청
전용몰 벤처나라
공공식품 의약품
식품의약품
2019.05.21.
안전검사제
안전처
AI 채용 추천 서비스
2020.08.05.
고용노동부
더 워크
독감 사망 예방
2021.01.15.
서대문구
스마트캐어 ICT
원스톱
2021.01.20.
해양경찰청
해상통신시스템
혁신제품 공공구매
과학기술
2021.03.18.
조달 사전 인증
정보통신부
연구인프라 혁신
과학기술
2021.03.18.
플랫폼 (ZEUS)
정보통신부
모바일인증메일
한국인터넷
2021.03.18.
프로젝트
진흥원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2021.03.19.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5G IOT 기반 전자파 과학기술
2021.03.19.
안전관리
정보통신부
AFSIS 협력:
농식품부
2021.09.03.
농업데이터
(농림수산식품
관리·활용을 위한 혁신 교육문화정보원)
혁신 기반 아프리카
2021.09.03.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
큰 발걸음

내용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
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사례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
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 중)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
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2천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워크넷을 통해 구직자에게 AI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
하는 서비스
스마트 메신저 등을 통한 독감 환자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젝트
해상 통신 채널의 스마트 관리 체계를 통해 해상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민간 기술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지정 및 공공구매까지 연계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인프라의 전주기 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각종 오프라인 우편물을 온라인(모바일, 이메일)으로 전송
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 프로젝트
핀테크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
IoT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속 전자파측정 및 안전정보제공
ICT 기반 농업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고도화로 ASEAN 역내 식량안보 향상 지원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 다수성 벼 품종
개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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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9.17./9.18.)

❍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2021.9.17.]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 9월 17일~18일간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the sustainability of
food systems)’을 주제※로 개최되는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하여, 팬데믹,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포용성 증진,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농업
혁신 등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G20 회원국 간 공동협력을 강조

※

속

주제: ① 지

스템
연 ④

가능한 식품시

가능성의 원동력인

구,

속
⑤ 엔 푸드 스템

구축, ② 세계 보건 위기 시기의 지

기아 종식을 위한 협력,

유

시

가능한 농업,

③ 속
지

정상회의

- (주요 내용) △G20 및 초청국의 농업각료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 △5개의
주제로 나뉘어,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회복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 및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전환, 기술·정책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주요 내용은
2021년 10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
<G20 농업장관선언문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양한 지역 조건, 문화, 역사, 생산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시스템의 전환 설계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 사람, 환경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혜택을 창출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생물다양성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위해 노력
◈ (기술·정책 협력 강화)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과학과 데이터 기반 농법 및 기술을 장려
하고, 농업 부문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혁신 기술과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
◈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농식품시스템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을 가속화하고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을 구현
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무역의 중요성)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협할 수 있는 부당한 제한 조치를
경계하고,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건설적 논의 환영
◈ (식품시스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추구)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공정하고, 양질의 안전한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농업 근로자들이 농식품 가치사슬에 기여하고 발전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관심 촉구

- 16 -

⎗ 정책동향

◈ 축산 동향

가축질병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2021.9.15./9.16.), 농림축산식품부(2021.9.22.)

❍ [관계부처 합동, 충북 진천(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인, 2021.9.16.] 2021년 9월 16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최종 확인
- (주요 내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2021.9.22.]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
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
- (주요 내용)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

※

･림 검
초 팀

농식품부 농

방역지원본부

축산

림 검

역본부 기동방역기구, 농

축산

학 반

역본부 역

조사

료채취반

, 지자체 시

,

동대응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서울

• 서울시, 어르신 위한 ‘치유곤충 프로그램’ 참가 복지시설 모집(2021.9.14.)
- 서울시가 어르신을 위해 치유곤충 보급 사업을 시작, 노인복지시설 3곳을 2021년 9월 15일(수)부터
9월 24일(금)까지 모집, 선정해 정서곤충인 ‘왕귀뚜라미’를 보급하는 치유곤충 프로그램을 운영
- ▲곤충치유 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왕귀뚜라미 곤충교감 치유활동 등, ▲2021년 9월
24일까지 관내 노인복지시설 3개소 대상 치유곤충 체험프로그램 신청 접수, ▲정서곤충 키우는
곤충교감 활동으로 어르신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감소 효과 기대
• 서울시, ‘서울비전 2030’ 발표…계층이동사다리 복원하고 도시경쟁력 회복(2021.9.15.)
- 서울시는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담은 ｢서울비전 2030｣을 2021년
9월 15일 발표,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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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확립
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하고,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
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
※ 상생도시: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글로벌 선도도시: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인프라 대거 확충
※ 안심도시: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로
※ 미래 감성도시: 매력과 감성 살아있고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
• 광주시, ‘탄소중립 환경포럼’ 개최(2021.9.13.)
- 광주시는 2021년 9월 14일, 시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동 주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
탄소중립도시 환경포럼’을 개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시민
이 탄소중립도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포럼에서는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 자원 회수와 순환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
▲지역 내 탄소흡수원의 현황 및 광주시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늘려가는 방안, ▲대기오염 현황과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재)국제기후환경센터의 전문가가 발제
• 대구시, 국민지원금 2주간 대구시민 88% 수령, 4,545억 원 지급(2021.9.17.)
- 대구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이후 2주 동안 대구시민 181만 명(지급 대상
206만 명)이 4,545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자의 87%인 157만 명이 신청했고 대구사랑상품권은 24만 명이 선택했으며,
신청마감일인 2021년 10월 29일(금)까지 25만 명의 시민이 더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기간
동안은 대구사랑상품권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9월 9일~13일 5일간 A카드사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슈퍼마켓·편의점에 22%,
(일반휴게음식)일반한식 업종에 16%, 정육점 및 농·축·수산품 관련 8.1%, 일반양식스테이크 업종에
4.6%, 약국·의원에 5.6% 등이며, 일반 미용원에서 사용한 비율도 2%로 확인
• 대전시, 2022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2021.9.14.)
- 대전시장은 2021년 9월 14일,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 열어 2022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하는 등‘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
-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2022년부터 폐지
※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부산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발표(2021.9.15.)
- 부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 역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둔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 추석
연휴 기간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
민생·경제 등 8대 분야,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특별 방역대책)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전면 폐쇄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입소자와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조치와 추석 명절 이동자제 권고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
- (관련 의료시설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정상 운영, ▲사상역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캠페인, 연휴 기간 이동자제 및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
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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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인천

강원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및 내수 소비 진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임차료 융자를 확대하여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전통시장
동백전 5% 추가 제공, ▲부산명품수산물 할인행사, ▲농‧축산물 추석맞이 특별할인행사 등을 통해
농‧어민 지원 및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
• 인천시, 귀농·귀촌 꿈을 향한 지원 강화(2021.9.13.)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회 20시간 과정으로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심화된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창업교육을 진행
- 이번 교육은 보다 심화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며,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온라인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202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천
광역시민 4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
•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2기 출범(2021.9.12.)
- 강원도는 2021년 9월 10일,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강원도만의 자치농정 체계인 「신농정 거버넌스※」 2기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
※ 신농정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정책의제 결정, 목표설정,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및 자치농정 관리시스템으로 농정국장을 포함 농업인, 각계
전문가, 도의회 의원 등 25명으로 구성

경기

• 경기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2021.9.15.)
-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 추석 연휴 기간
(9.18.~22.) 동안 ▲감염병 대응, ▲민원 처리, ▲교통수송, ▲서민 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
진료, ▲안전사고 대응, ▲지도단속, ▲환경오염 예방, ▲공직기강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
- 도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2021년 9월 18일부터 22일
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며, 방역대책, 주민생활
밀접분야 집중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조성

충북

• 충북도, 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23개소 선정(2021.9.13.)
- 충청북도는 농식품부의 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23지구가 선정돼 총 104억 원의
국비를 확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4개 분야 23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지구, 31억 원,
▲기초생활거점사업 4개 지구, 11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개 지구, 39억 원, ▲시군역량강화
사업 10개 시군, 23억 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여건 개선, 자연경관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
- 도내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번에 선정된 23개소에 대해 신규사업비 104억 원(국비)과 계속
사업 40개소 497억 원(국비)을 포함한 601억 원(국비)이 확정돼 국회 예산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
각 시·군에 교부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까지 신규·계속 사업에 3,953억 원(국비 2,767억 원, 지방
비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 충북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

충남

• 충남도, 보령 학성리 ‘행복농촌만들기’ 전국 1위(2021.9.15.)
- 충청남도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2리가 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제8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국 1위 마을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
※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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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학성2리는 마을 분야 경관·환경 개선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부여군 양화면 송정리가 마을
분야 문화·복지에서 3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가 마을 분야 소득·체험에서 3위에 오르며 각각
장관상을 수상, 이와 함께 아산시 송악면은 농촌 분야 우수사례 분야에서 3위로 장관상을 수상
• 충남도, 라이브커머스로 농산물 가공상품 판매(2021.9.16.)
- 충청남도는 농업기술원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쇼핑라이브’를 통해 도내 농산물 가공상품을 실시간
으로 판매, 이번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공품 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판매에는 ‘아산별곡’과 금산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이 참여※
※ (아산별곡) 무농약 인증 들깨와 참깨를 이용, 저온압착 방식으로 생들기름과 참기름을 주문과 함께 생산·
판매,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 금산 지역 특산물인 인삼과 깻잎, 돼지감자를 발효시켜 만든 양갱을 판매

전북

• 전북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 확정(2021.9.13.)
- 전라북도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
- (추진 배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난
3년간(2018~2020)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2021년부터 사업이 종료되고, 지속적인 쌀값※ 상승으로
벼 회귀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3.1%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자 도 자체적
으로 논 타작물 정책에 참여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
※ 쌀값: (2020.12월) 217,601원/80kg → (2021.2월) 219,600원 → (4월) 222,965원 → (6월) 223,616원
※※ 벼재배면적: 2021년 114,509ha(2020년 110,880ha 대비 3.1% 증가)
- (대상 품목) 벼와 소득이 차이가 나고, 자급률 향상이 필요한 ‘콩(두류)’,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 (대상 농지) 2021년 논에 벼 대신 콩(두류)을 재배한
농지,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정부매입 비축농지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북도는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2021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ha당 60만 원씩 총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전북도, 귀농·귀촌 정착지원 활동‘활발’(2021.9.16.)
-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인의 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추진 중, 이에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현장 애로를 감안해 경영, 영농기술,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갈등해결 등 분야별 전문가 111명을 선정해 ‘귀농귀촌 지원단’을 운영, 지원
범위은 농촌생활, 영농기술, 농업경영 등 총 3개 분야, 2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해 맞춤형 지원
※ 전라북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은 도내로 이주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 영농이나 농촌생활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정착을 돕는 사업

전남

• 전남도, 미래 먹거리 농생명사업 추진 탄력(2021.9.11.)
- 전라남도는 2022년 농업 분야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620억 원(6.5%) 늘어나 역대 최다인 1조
233억 원이 반영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농촌 일자리 숙소 건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실증연구서비스 지원 등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핵심사업 6건이 반영
-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겨울배추 주산지 및 절임배추 최대 생산지인 전남의 김치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이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2023년까지
168억 원이 투입될 농촌 일자리 숙소 건립에 42억 원이 반영되면서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의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전남이 첨단 미래농업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투입할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
지원사업 40억 원, 창업보육 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6억 원이 포함, 청년에게 영농창업 기회를 주고,
기업에 전문 실증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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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 원, 농촌 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3억 원
등도 반영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50억 원, 영산강 Ⅲ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553억 원 등 158개 사업 5천 400여억 원이 편성되어,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전남도, 공익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 도입 첫발(2021.9.16.)
- 전라남도가 농산물 거래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
- 전남도는 2021년 9월 16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와 농협·유통법인, 생산농업인, 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
- 가락시장 경매제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보완해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단계별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

경북

경남

• 경북도,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역대 최다 선정(2021.9.12.)
- 경상북도는 2021년 9월 9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제8회)에서 지역 4개
마을이 수상※하였으며, 입상한 4개 마을은 시상금을 수상 내역별로 지급하고, 경북도에서 마을경관
정비,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에 마을당 각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 최근 5년간 9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하여 금상 3개 마을, 은상 3개 마을, 동상 2개 마을, 입선 1개 마을이 수상
- 선정된 마을은 칠곡군 학상리마을이 국무총리상(금상), 구미시 초곡리 마을이 장관상(동상)을 수상해
각각 시상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성주군 벽진면(장관상)과 영주시 소백산예술촌(한국농어촌
공사사장상)은 각각 입선에 오르며 시상금 300만 원을 수상
• 경남도,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 사업’ 시작(2021.9.13.)
- 경상남도는 노인복지과와 경상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추천받은 어르신 가정에
식생활에 대한 정보와 햅쌀, 누릉지 등 4종으로 구성된 지역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식품별 영양과 역할 및 섭취량 안내, 식사 시 주의사항 등 고령층 맞춤형 식생활
정보와 식중독 방지 식생활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
※ 2021년 9월 13일 거창군 거창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산 농산물로 구성된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
1,650개를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교육’을 위해 택배로 발송
- 이번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 사업’은 올해 계획된 12개 식생활
교육사업 중 하나이며, 당초 시·군 지역별 방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농민과 홀로 계시거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역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한 교육방식으로 전환
• 경남도, 2050 탄소중립 위해 신재생에너지 선도적 보급(2021.9.23.)
- 경상남도는 3㎿ 용량의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을 담은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 이번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며, 대상은 경남도가
소유 및 관리하는 전 공공청사이며, 각 기관(부서)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 가능한 유휴부지에 향후 5년
(2022~2026)간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제주

료

자

• 제주도,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17억 원 융자 지원(2021.9.13.)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
기금※을 융자 지원,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098건·1,817억 원이며, 수요자 금리는 0.5%, 도는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도 전입금, 복권기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돼
도내 농·어업인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
- (지원 규모) 신규 신청 금액 845억 원과 금융기관에서 이미 융자 실행 중인 대상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대상 금액 972억 원, (융자 실행기간)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 각 시도

홈페

료

이지 보도자

‧작

를 정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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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외
[기획] 탄소중립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2021.9.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021.3.)」 내 10대 핵심기술※ 의
세부 개발 방향 및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
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발간

※ 태 광･풍
③ 바 너 ④ 철 ･ 멘트 ⑤ 석 학 ⑥
⑦ 송 ⑧
⑨디 털 ⑩ U
①

양

고도화,

력, ② 수소,

수

효율,

이오에

건물효율,

지,

지

강 시

화,

,

유화

,

산업공정

CC S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 및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성 및 정책·제도적 지원방향을 도출
❙2050 탄소중립 미래상❙

- 22 -

⎗ 아젠다 발굴

❙10대 핵심기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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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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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
(2020.9.13.)(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2020.7.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FAO(UN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기 농업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간
<2021-2030 전망>
■ 소비
❍ [총괄] 농수산물 소비 구조는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적인 수요는
연평균 1.2% 증가에 그칠 전망, 둔화세는 주로 중국 및 신흥경제국 등의 수요
감소와 바이오 연료의 소비 축소에 기인
- 인구, 소득, 가격, 사회·문화, 라이프 스타일, 여성의 노동 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이 중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수요 증가의 원인
❙주요 농산물의 국제 수요❙

❍ [식품] 세계 인구 및 1인당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식품 소비는 연평균
1.3% 증가 전망
- 소득·식습관의 변화·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이 영향, 식품가용성
(Food availability)은 연평균 4% 증가하여 2030년 3,025Kcal/인/일을 달성, 이 중
지방과 탄수화물이 추가 증가량의 58%를 차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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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의 3가지 기본 요소: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 (가용성)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로 식량 생산과 공급력에 의해 결정
◈ (접근성) 먹을 것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식품 구매력과 가격에 의해 결정
◈ (이용성) 먹을 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의 문제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 식수 위생 등 환경조건,
영양 지식 등에 의한 올바른 섭취 등에 의해 결정

❍ [사료] 육류 소비 확대로 농작물의 사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14% 증가하여 20억 톤에 도달 예상
- 중·저소득 국가의 집약적 축산업 확대로 사료 소비 수요의 증가 추세를 견인,
주요 사료 소비 국가(중국, 미국, EU 등)가 2030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1/2를 차지
❙사료 배합·지역별 사료 수요❙

❍ [바이오 연료] 지난 10년간 연평균 4%보다 크게 낮아져 향후 10년간 연평균
0.5%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 대부분의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발생,
미국, EU, 중국 등 그린 테크놀로지(전기차 등)가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에서는
바이오 연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 증가가 제한
■ 생산
❍ [총괄] 신흥경제국과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연평균 1.4% 증가 전망
- 대부분의 증산은 신흥경제국과 저소득 국가에서 기반시설 및 R&D 투자 강화,
투입재 효율성 제고, 관리 능력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현, 생산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환경 규제가 강한 북미, 서유럽 등에서는 생산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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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생산 추세❙

❍ [농작물] 향후 10년간 총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30%)과 인도(16%)의 생산 증가에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61%)의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2030년까지 농작물 생산 증가
중 87%는 단수 증대※ , 7%는 경작집약도 증대, 6%는 토지 이용 확대가 기여

※

른

료･ 약

단수 증대는 종자 개량, 용수 관리, 비
따

농

배 술 달

등 투입재의 최적 사용, 재

기

발

등에

생산성 향상에 기인

❍ [축산] 세계 육류 생산량은 사육 두수 증가와 생산성 증가로 향후 10년간 13%
증가 전망(44백만 톤)
- 가금류 생산이 축산물 전체 생산의 52%를 차지하고, 낙농업은 우유 생산 시스템
최적화, 가축 건강 관리 기술 향상, 유전자 개량, 사료 효율 제고, 규모 확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22%의 성장을 하며 축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수산] 어업생산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백만 톤에 도달하나,
지난 10년 성장률 2.1% 보다 낮은 수준
❍ [농업과 GHG]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2%가 농업 부문에서 직접 배출
되며, 간접 배출까지 고려하면 21%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농업부문의 직접 GHG 배출은 총 4% 증가하며, 이 중 축산업이 80%를 차지할
전망, 또한 농업생산 증가가 GHG 배출 증가보다 빨라 농업부문의 탄소집약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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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과 GHG 배출 연평균 증가율 비교❙

■ 무역
❍ [총괄] 농수산물 총 무역 규모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1.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성장세 둔화는 중국과 신흥경제국의 수요 감소, 바이오 연료 시장의 침체 등이
주요 요인이며, 농식품 순수출 지역(북·라틴 아메리카 등)과 순수입 지역(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등)이 구분되는 경향도 지속 심화 예상
- 전 세계 평균적으로 총 칼로리의 20% 정도가 수입농산물에 의해 구성되는 등
농산물 무역은 식량안보와 영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관세(평균 15% 수준), 소득지지·투입재 보조 등 시장 왜곡적 지원,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 변화 등이 향후 10년간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
■ 가격
❍ [총괄] 생산성 향상에 의해 대부분 품목들의 실질가격은 하락
- 196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 및 한계 생산비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질
가격이 하락 중
- 가격하락 요인이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자원제약과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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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실질 가격 장기 추세❙

❍ [품목] (곡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망 기간 동안 가격하락 압력 가중, (육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의 공급 충격이 회복되고, 소득 증가 둔화, 고령화,
고소득층의 1인당 육류 소비 감소로 실질 가격 하락할 전망(반면, 낙농품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설탕은 큰 변화가 없고, 수산물은 하락, 바이오
연료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지속
❍ [불확실성 증가] 농작물은 축산물보다 기후 영향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
- 낙농품은 주요 생산국인 뉴질랜드가 목초지를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연료 가격은 보완재인
원유가격과 크게 연동되어 결정
<정책적 시사점>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한인 2030년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에서 세계 식량안보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2030년 8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부양
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핵심
- 기후에 민감한 농수산업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산업시스템을 전환·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
- 기아·빈곤 문제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무역의 순기능을 활성화
❍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인구 통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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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품목별 전망>
❍ [곡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병목 현상, 중국의 사료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을 형성 중이나 향후 1~2년 동안 하락하여 과거 수준을
회복하며 이후 실질가격은 하락
- 중국의 사료 수요 둔화, 바이오연료 곡물 수요 정체, 1인당 곡물소비량 정체
등으로 이전에 비해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
- 향후 10년간 세계 연평균 단수 증가율은 약 1%로 예상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생산량의 18%에 이르며, 밀 수출은 러시아, 옥수수 수출은 미국, 쌀 수출은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 [육류] 명목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및 소득 감소로 가격 저점에 도달하고
중기적으로 점차 반등하나 실질가격은 하락
- 세계 육류 생산은 2030년까지 373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제품의 일관성 및 적응성, 높은 단백질/지방함량으로 인해 가금류
소비에 집중
- 가축질병, 위생규제, 무역정책, 육류 소비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향후 육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낙농품] 세계 유제품 생산은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선 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전망
- 유제품 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
하고, 북미·유럽 지역은 치즈, 아시아는 버터가 지속적으로 최다 소비될 것으로
예측
- 건강 이슈 및 채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유제품 대체 시장의 확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두유, 아몬드유, 코코넛유 등)
❍ [수산물] 세계 수산물의 생산은 연평균 1.2%증가하여 201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양식: 103백만 톤, 어획: 97)
- 수산물 소비의 구성은 식용 90%, 비식용 10%이며, 식용으로 아시아가 전체의
72%를 소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1.2kg에 도달(기준년도 대비 0.7kg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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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계절근로자(H-2A)의 증가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Examining the Growth in Seasonal Agricultural
H-2A Labor”(2021.8.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농업 계절근로자(H-2A)의 증가
❍ H-2A 비자는 미국 내 농업의 계절적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의 노동력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제도로, 미국 농업 내에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2019년 동안 H-2A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220% 증가하여, 2019년 기준
노동부에 등록된 H-2A 비자는 258,000명임.
- 2014년-2018년 동안 계절근로자의 수는 매년 18~21%씩 증가하였으나, 2018년-2019년
에는 6%만이 증가함. 이는 국내 노동력과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이 새로운 균형에
도달했거나, 계절근로자의 공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H-2A 비자를 발급받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등록 비용,
교통비, 주거비용 등)이 필요해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국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노동력 알선 업체(Farm labor contractors)는
해외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늘리고 있고, 개별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이
어려운 이유로, 노동력 알선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함.
❍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수는 2010년-2019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중, 노동력 알선 업체의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함.
-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의 종류로는, 개별 농가, 여러 개의 농가가 연합한
생산자단체(growers associations), 농업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력 알선 업체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산자단체와 노동력 알선 업체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여러 개의 농가에서 일함.
-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종류 중 노동력 알선 업체의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780%)한 반면, 개별 농가의 수는 121%만 증가하였음.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생산자단체의 수는 2015년경에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는 2015년의 40% 수준까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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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자의 수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계절근로자 전체 고용 중 채소류 및
멜론과 과일 재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임.
- H-2A 비자를 발급받고 채소류와 멜론 생산에 종사하는 계절근로자의 수는 2010년에
20,600명에서 2019년에 88,900명으로 증가하였음(330%). 같은 기간 과일 및 견과류
생산에 종사하는 계절근로자의 수는 18,100명에서 85,800명으로 약 400% 증가함.
이외에도 온실, 노지 작물, 축산 부문의 계절근로자가 증가함.
- 채소류와 멜론에 많은 계절근로자가 투입되는 것과 달리 묘목 및 온실 작물 부문
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음(2019년 기준 20,770명).
이는 묘목 및 온실 작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되었으며, 경영체가 상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계절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태평양 연안의
임금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임금이 낮아지고 있음. 반면, 계절근로자의 평균
계약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H-2A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0년에
비해 2019년의 임금은 26% 상승하였고, 실질 임금은 매년 1.83% 증가하고 있으며,
전 산업의 임금 증가율과 비슷함. 태평양 연안 지역(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워싱턴

레곤 평균
낮 져 앨 배마

주와 오

임금이

아

,

주의

라

간 달러 남
스캐롤 나 평균

임금은 시

당 15.03

주, 조지아주, 사우

라이

려갈 록
간 달러

이지만,

부 지방으로 내

주의

임금은 시

수

당 11.13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과일 재배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약 13달러로
가장 높았고, 채소 재배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12달러로 가장 낮았음.
- 반면, 모든 부문에서 계절근로자의 평균 계약 기간은 감소하고 있음. 2010년에는
평균 6.7개월을 계약했으나, 2019년에는 평균 5.3개월의 계약 기간을 보여줌.
- 축산 부문의 평균 계약 기간은 평균 8.3개월로 타 부문에 비해 긴 편임. 이는 작물
생산에 비해 축산 노동 수요의 계절성이 적어 상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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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 외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2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2021.8.25.),
일본농업신문 “新規就農に1000万円支援 財源は自治体と折半 農水省22年度”
(2021.9.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25일,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를 발표함.
<식량 자급률 지표>
❍ [식량 자급률 지표] 일본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는 식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이며, 일본에서는 식량 국내 생산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음.
❍ [칼로리 기준]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설탕, 전분, 유지류 등의 소비가 감소,
쌀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밀 작황이 좋았던 2019년에 비해 단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p 낮은 37%임.
- 축산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품목별 자급률(사료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중량
기준)은 쇠고기(35% → 36%), 돼지고기(49% → 50%), 닭고기(64% → 66%), 우유·
유제품(59%→ 61%) 모두 상승하였음. 사료 자급률은 2019년도와 동일한 25%임.
❍ [생산액 기준]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 과실 등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어패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9년도보다 1%p 증가한
67%임.
❙최근 10년 식량 자급률 추이❙
<칼로리 기준>

<생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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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력 지표>
❍ [식량 자급력 지표]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국내 생산 식량만
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1인 1일 공급칼로리를 계산한 것으로 일본은 잠재 식량 생산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음.
❍ 쌀·밀 중심 경작의 경우 농지면적 감소로 인해 2019년도 대비 2kcal 감소한
1,759kcal임. 서류 중심 경작의 경우 농지면적 감소 및 감자 단위 수확량 감소,
노동력(연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2019년 대비 62kcal 감소한 2,500kcal임.
❍ 2020년도 식량 자급력은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쌀·밀 중심 경작은 추정 에너지
필요량※(2,168kcal/인·일)을 하회하며, 감자류 중심의 경작에서는 이를 상회함.

※ 추 너 필요 그때
추
정 에

지

량:

체중을 유지하기(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

너

음) 위해 적당한 에

지

정치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anpo/210825.html

신규 취농 지원 재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도 신규 취농 지원을 재검토함.
❍ 현행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 등을 개선해 초기 투자를 최대 1,000만 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임. 하지만 지원금이 기존 사업보다 증가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 경영 개시 3년 차까지 시설 및 기계 등에 투자했을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최대 1,000만 엔을 무이자 융자 가능하며, 그 상환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임.
❍ 현재 취농 직후의 농가에게 지원 가능한 정책으로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
개시형)이 있음. 2022년도 이후, 기존 사업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지원은 불가능함.
- 취농 1~3년 차는 연간 150만 엔, 4·5년 차는 120만 엔을 국비 지원하며, 최대
690만 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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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취농인 지원을 1,000만 엔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의 국가에서 전면 지원하던
구조에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음.
❍ 지자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농업 진흥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여, 신규 취농인 지원에 지역 차 발생이 우려됨.
❍ 농림수산성은 지방 교부세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무성과 논의할
예정임.
❙신규 취농 지원대책 주요 재검토 사항❙
<현행>

<2022년도~>

◈ 지원내용
•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
• 경영 개시 시 조기 경영 확립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경영 개시 3년 차까지 투자를 무이자
융자하여 상환금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690만 엔
- 1~3년 차: 연간 150만 엔
- 4, 5년 차: 연간 120만 엔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엔

◈ 부담 비율
• 전액 국비

◈ 부담 비율
• 국가 1/2, 지역 1/2

- 일부는 정액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 정액 조성은 이 중 월 13만 엔·3년이
상한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23551

언론 동향

2021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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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전망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1년 10월 1일부터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총 36개 소관 기관에 대한 3주간(2021.10.1.~21.) 국정
감사를 진행, 2021년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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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러 바 스 너
바 스 너
･ 촉진
아

, 농업

이오매

에

이오매

가 에

록 ･ 려 취 “
법 ” 두 법

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

지의 이용 보급

에 관한

률안

지원 관리하

등 모

63건의

는

지의

농업

률안이 신규 상정

되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1년 9월 13일,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 특히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0% 이상 확보해야
하며,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농민과 상생하는 방안도 주문
❙2021년 국회 국정감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0대 요구사항❙
❶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❷ 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대책 마련

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보완

❹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

❺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시행

❻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❼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❽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❾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❿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예산 증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1순위 현안으로 제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2.8%에 불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하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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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소관 사업 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복구, △농공단지 재생사업
복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확대, △국산 밀 지원단가 인상
및 하계 콩 수급안정 지원, △메탄가스 저감 논물관리 기술 보급 지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증액을 요구, 또한, 공익직불제에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충이 절실
-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수급체계 개편도 제안,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내국인 중심의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업분야 파견근로사업을 도입
하자고 주장, 그 일환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농업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농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도 요구사항으로 제안, 정부가 발표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가축관리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이 탄소중립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러한 과제는 생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고령인구가 많은 농업 특성상 정책 변화
속도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쉽지 않아 농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밖에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위협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한편, 축산분야에서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전망한다면 △코로나 여파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농촌 인력난 해법 촉각, △축산인 생존권·식량안보 고려한 현실적
탄소중립계획 요구, △산란계 농가 입식·낙농산업 현실적 제도 지원 시급 과제
❙축산분야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전망❙
❶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❷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충

❸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계획 수립

❹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❺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피해대책 마련

❻ 한국마사회 운영 정상화

❼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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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또는 조합과 직거래 협약을 체결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에 개소당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
-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
- 최근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 큰 틀에서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 관리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 특히 시나리오에 농식품부가
배양육·식물성 고기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 축산업계는 축산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을 요구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촌분야도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도 차질을 빚으면서 농촌인력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축산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력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자료: “농해수위, 10월1일 농식품부 국감”(농민신문, 2021.9.13.), “2021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 1일부터 21일까지” / “한농연, 2021년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발표”(농수축산신문, 2021.9.13.), “농업예산 증대, 국감 1순위
농정 현안”(농민신문, 2021.9.15.), “농식품부 국감 내달 1일…종합감사는
20일” / “2021년 국정감사 축산분야 주요 이슈는”(축산신문, 2021.9.15.),
“국회 농해수위,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국회 보도자료, 2021.9.16.)

- 38 -

⎗ 통계·조사

통계·조사 2021년 9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2021.9.21.)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21.9.21.] OECD는 2021년 9월
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

+G

m

[간 ]

OECD 세계경제 전망(Econo
회원국

20 대상,

➋

중

k ➊ [本 ]
월월

ic Outloo )

월 월
+G

전망 매년 2회, (5

전망 본전망 사이 2회(3

, 9

) 세계경제

, 11

+

) 세계경제 OECD

20 대상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2021년 5.7%, 2022년 4.5% 성장 전망(기존 전망 대비 각각 △0.1%p 하향,
+0.1%p 상향)
- 델타변이 확산 및 일시적 공급 제약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2022년 회복될 것으로 예상, 다만 백신 보급·정책 여력 등에 따라
불균등한 회복 지속
- 美 인프라 지출·EU 회복기금 등 선진국의 확장적 정책과 고용시장 개선, 가계
저축 감소 등이 2022년 성장에 기여
- 중국은 위기 전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일부 신흥국은 회복세 부진 예상
❍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7%, 2022년 3.9% 전망(기존 전망 대비 각각
+0.2%p 상향, +0.5%p 상향)
- 소비자 물가는 2021.4/4분기 정점 이후 기저효과 소멸·공급능력 향상 등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다만 물가 상방압력이 완화되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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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
❍ 빠른 백신 보급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단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를 확대
- 반대로, 백신접종 지연 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및 고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책적 제약도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potential downside risk)로 작용
3. 정책권고
❍ 바이러스의 통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노동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
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하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

※ 버슈팅 허 범
오

용

책

위, 통화정

확 침

정상화 시기와 순서 등에 대한 명

한 지

과 의사소통

필요

- 재정정책은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성급한 조기 정책전환·철회는 지양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
❍ 경제 복원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공공 투자와 구조 개혁
(자원 재분배) 강화 필요
4. 한국 전망
❍ OECD는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기존 5월 전망 대비 +0.2%p 상향)
❍ ➊ 주요 기관 모두 2021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 ⇨ IMF, OECD
등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 주요 기관 모두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4% 이상※
으로 전망

※

MF

20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OECD, 2021.9) 4.0, (I
(한국은행) 4.0

- 40 -

평

, 2021.7.) 4.3, (3대 신용

가사) 4.0,

⎗ 통계·조사

- 당초 OECD는 5월 전망 시 2021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주요 전망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전망
- 그러나,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등을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을 상향

※

두

1/4분기와 2/4분기 모

성장률

잠

정치가

속

p씩

보치 대비 0.1%

상향

❍ ➋ 전 세계·G20 등 전반적 성장 전망을 하향한 가운데, 한국 전망 상향 ⇨ 델타
변이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반영
- 최근 델타변이 확산 영향을 감안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전 세계·G20
등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이태리 등 일부 유럽국가만 성장전망을
상향
❙주요국 2021년 성장 전망 조정(%, %p)❙
구분
2021.5월
2021.9월
조정 폭

전 세계
5.8
5.7
△0.1

G20
6.3
6.1
△0.2

미국
6.9
6.0
△0.9

유로존
4.3
5.3
1.0

중국
8.5
8.5
0.0

일본
2.6
2.5
△0.1

한국
3.8
4.0
0.2

❍ ➌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선진국 중 1위(G20 중 3위) ⇨ 2020년 역성장을
최소화한 데 이어, 2021년 델타변이 확산에도 주요국 대비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반증
- 코로나 위기 과정 전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전체
국가 중 3위, 선진국 중 1위 기록※

※

월
[ ]
2021.5

전망에서는

1위 중국(5.4%),

미

[ ]

국에 이어

G

[ ]

진

20 중 4위(선

2위 터키(5.1%),

였나
[ ]미
[ ]

국 중 2위)

3위 한국(1.6%),

4위

으

승

, 순위 1계단 상

국(1.3%),

5위 인도(1.2%)

- 특히, 당초 2020~2021년 평균성장률이 (+)였던 국가※ 중 한국·터키만 성장 전망이
추가로 상향 조정

※ ･ ･미 ･ ･ 네 ･호 ･ ･러 ･캐나
중국 터키

국 한국 인도

시아

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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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다 9개국

⎗ 통계·조사

❙G20 선진국 2020~2021년 평균 성장률(%)❙

❍ ➍ 2022년 성장률 전망도 상향, 2년 연속 전망 상향은 Top10 국가 중 유일
- 2021·2022년 모두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국가는 G20 전체 국가 중 4개국※에
불과, 글로벌 Top10 국가 중 한국이 유일

※

르헨티나 멕 코 스페

한국, 아

,

시

,

인

- OECD는 향후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세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평가

※ “G w

d p k p Jp K
d”

ro th shoul

also

ic

u

in

a an,

dA

orea an

d

ustralia as infections abate an

sanitary

restrictions are lifte .

<2021년·2022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글로벌 Top10국 2021년·2022년 성장전망 조정>
국가
미국

2021년 2022년
△0.9
0.3

국가
인도

2021년 2022년
△0.2 △0.3

중국

0.0

0.0

프랑스

0.5

0.0

일본

△0.1

0.1

이태리

1.4

△0.3

독일

△0.4

0.2

캐나다

△0.7

0.3

영국

△0.5

△0.3

0.2

0.1

한국

❍ ➎ 2021년 물가 전망을 상향하였으나, 성장률 상향 고려 시 비교적 양호
- OECD는 최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물가전망을
별도 발표하며 전반적 물가전망을 상향
- 우리나라의 2021년 물가 전망도 당초 대비 0.4%p 상향했으나, 성장률 상향 국가
중 물가 상향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낮

평균

나
폭 p 크게

2021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9개 국가 중 우리
은 수준으로 9개국

물가 상향

(0.9%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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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가전망 상향
하회

폭 p

째

(0.4% )은 세 번

로

⎗ 통계·조사

❙2021년 물가 전망 조정 폭(%p, 2021년 성장 전망 상향 9개국)❙

❙「OECD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real GDP) 전망치❙
(%, %p)
전망시점
전 세계
G20
유로존

2020년
△3.4
△3.1
△6.5

2021년 전망
2021.5월 2021.9월 조정 폭
5.8
5.7
△0.1
6.3
6.1
△0.2
4.3
5.3
1.0

2022년 전망
2021.5월 2021.9월 조정 폭
4.4
4.5
0.1
4.7
4.8
0.1
4.4
4.6
0.2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2.5
△5.3
△4.9
△8.0
△8.9
△10.8
△4.6
△0.9
△8.3
1.8
△9.8
△3.4

5.1
6.1
3.3
5.8
4.5
5.9
2.6
3.8
5.0
5.7
7.2
6.9

4.0
5.4
2.9
6.3
5.9
6.8
2.5
4.0
6.3
8.4
6.7
6.0

△1.1
△0.7
△0.4
0.5
1.4
0.9
△0.1
0.2
1.3
2.7
△0.5
△0.9

3.4
3.8
4.4
4.0
4.4
6.3
2.0
2.8
3.2
3.4
5.5
3.6

3.3
4.1
4.6
4.0
4.1
6.6
2.1
2.9
3.4
3.1
5.2
3.9

△0.1
0.3
0.2
0.0
△0.3
0.3
0.1
0.1
0.2
△0.3
△0.3
0.3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9.9
△4.4
2.3
△7.3
△2.1
△2.5
△4.1
△7.0

6.1
3.7
8.5
9.9
4.7
3.5
2.8
3.8

7.6
5.2
8.5
9.7
3.7
2.7
2.3
4.6

1.5
1.5
0.0
△0.2
△1.0
△0.8
△0.5
0.8

1.8
2.5
5.8
8.2
5.1
2.8
3.8
2.5

1.9
2.3
5.8
7.9
4.9
3.4
4.8
2.5

0.1
△0.2
0.0
△0.3
△0.2
0.6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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