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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자료 : 2050 탄소중립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1.10.8.)

개요
❍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설정, 2021.10.8.]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 내용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
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 (20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 (20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 (20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 (20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 기준연도 →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
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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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 (전환·산업 부문)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
-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

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
-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CCUS) 확산 등을 적용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2021.10.18.)
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NDC 상향안(단위: 백만 톤CO2eq)❙

전환
산업
건물
수송

727.6
269.6
260.5
52.1
98.1

現 NDC
(2018년 比 감축률)
536.1(△26.3%)
192.7(△28.5%)
243.8(△6.4%)
41.9(△19.5%)
70.6(△28.1%)

NDC 상향안
(2018년 比 감축률)
436.6(△40.0%)
149.9(△44.4%)
222.6(△14.5%)
35.0(△32.8%)
61.0(△37.8%)

농축수산

24.7

19.4(△21.6%)

18.3(△25.9%)

폐기물
수소
기타(탈루 등)
흡수원
CCUS
국외감축

17.1
5.6
-41.3
-

11.0(△35.6%)
5.2
-22.1
-10.3
-16.2

9.1(△46.8%)
7.6
5.2
-26.7
-10.3
-35.1

구분

부문

기준연도(2018)

배출량※

배출

흡수 및 제거

※ 기준연도(2018)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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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12개소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1.10.8.)

❍ [여성가족부,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2021.10.8.]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2022년
부터 3년간 총 161억 원※※※(개소당 8억 원~15억 원)의 국비를 지원

※ 정부는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돌봄･문화･
※※※※

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
하는 사업)을 추진
※※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 (2022) 34억 원 → (2023) 54억 원 → (2024) 73억 원

※※※※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 (주요 내용) △가족센터에는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입주하여 지역 내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가족센터는 2015년 2개소 건립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시군구당 1개소, 15억 원 이내 정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설 수가
확대, △2022년에 신규 지원할 12개소를 합하면 전국 108개소※에 시·군·구
가족센터가 건립될 예정, 지금까지 4개소(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부산 서구,
서울 양천구)가 완공되어 개관·운영

※ 108개소(국비 1,815억 원): (2015) 2개소(70억 원) → (2017) 1개소(50억 원) → (2019) 5개소
(250억 원) → (2020) 62개소(907억 원) → (2021) 26개소(377억 원) → (2022) 12개소(16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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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OECD 2차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2021.10.7.)

❍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각료이사회 참석, 2021.10.7.] 「2021년
OECD 2차 각료이사회※」가 ‘공통의 가치: 녹색·포용적 미래 구축(Shared
Value: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이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 5일
(화)~6일(수)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한국은 부의장국으로서 2차 각료이사회
논의주제 선정, 각료성명서 마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 38개 OECD 회원국 각료들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 행사 → 2021년
에는 2회 개최(1차: 2021.5.31.-6.1., OECD 신임 사무총장 취임 계기, 화상 개최)

- (주요 내용)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2021년 OECD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법치·개방경제 등 공동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기후변화·
불평등 확대 등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2개의 선언문※을 채택

※ OECD 각료성명서, OECD 60주년 신비전(New Vision) 선언문

<2021년 OECD 각료성명서 주요 내용>
◈ OECD는 시장경제, 자유무역체계,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를 준수하는 공동체로,
동 가치의 일환으로 OECD 60주년 비전 선언문을 채택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친환경적, 포용적, 복원력 있는 회복은 OECD
회원국의 시급한 과제로, 백신의 공평한 접종과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 등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장기 전략 발표를
기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투자를 적극 활용
◈ 경제의 디지털화로 대두된 국제조세제도(필라1·2) 합의를 위한 OECD 사무국의 노력에 사의,
향후 국제조세제도의 확실성·안정성을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

■ 녹색미래 세션 주요 내용
❍ OECD는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결정적 도전과제
(Defining Challenge)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과 시스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기술 혁신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공평성·삶의 질의 개선 또한 도모할 수 있음에 주목

※ 시스템 혁신: 기술개발을 뛰어넘어 거버넌스 개선, 혁신 비즈니스모델 등 非기술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OECD가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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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taxonomy), ESG 평가체계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언급
❍ 한국은 저탄소경제 전환 노력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후대응기금 설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제사회가 기후대응
공조를 통해 포용적·녹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제시
- ➊ 첫째, 명시적·내재적 탄소가격제도※ 간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함에 있어 국가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가 신축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탄소국경
조정제※※는 WTO 협정 등 국제규범과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

※ 명시적(explicit) 가격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ETS) 등 탄소에 가격을 부여
내재적(implicit) 가격제: 보조금, 규제, 신기술 지원 등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에 영향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고배출산업의 저규제국가로의 탄소 배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
- ➋ 둘째,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OECD가 금번에 제안한
‘시스템 혁신’ 논의를 환영하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녹색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국도 그린 ODA, GCF 공여 등 기후재원 조성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
- ➌ 마지막으로, OECD, IMF, WB,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기후대응 영향·제도
분석, 정책권고 및 평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제기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그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행
속도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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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21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0.7.)

❍ [농식품부,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2021.10.7.] 농식품부는 2021년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 ❶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❷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❸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❹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등 4건
- ❶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19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 자격요건 검증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
공무원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불편도 해소
- ❷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 사업
으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 2010~2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22년까지 5개소 추가 확대(2021년 2개소, 2022년 3개소(p))
하여 농업분야 탄소중립 기여
- ❸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2021.4.21)에 따른 중소 김치업체 수출 위기를 민·관 합동 상생
협력체계로 신속 대응 ⇨ EU 인증 젓갈을 중소 김치업체 공급하는 상생협력 합의
유도(2021.5월)를 통해, 유럽 김치 수출 성장세※※ 지속

※ 동물성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료 EU 인증이 의무화 ⇨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
포함 ⇨ 중소기업(16개소)은 인증 젓갈을 구하기 어려워 수출 애로 발생
※※ 2021.1～9월 유럽 김치 수출액 11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 ❹ (RPA※ 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온라인 식품구매가
증가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광고 중인 농식품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필요 ⇨ RPA를 활용하여 온라인 점검 물량
전년 대비 1,113%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6 -

⎗ 정책동향

사료 산업 활성화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0.1.)

❍ [농식품부, 사료 산업 활성화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2021.10.1.] 농식품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 (주요 내용)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공동구매 건별로 정밀검정 실시※,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 사료업계 불편 해소 및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

※ (기존)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 실시 → (개선) 공동구매 건(단체)별 정밀검정 적용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 달러/일(7만 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 식품 동향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위한 해외 동향정보 제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0.6.)

❍ [농식품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대상 해외시장 동향 정보 제공, 2021.10.6.]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
기관 등 약 500여 곳에 기능성식품 관련 최신 해외 정보※를 2021년 10월 6일 배포

※ 해외 기능성식품 관련 정보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하여 2021년 총 3회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에 배포되는 1회차에는 식물성 소재 및 항산화제 관련 소식을 집중적
으로 다루고, 2회에는 비타민류 및 지방산 소재, 3회에는 프로･프리바이오틱스 소재를
다룰 예정

-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능성
식품 시장 및 연구 동향 정보 제공 추진, 최신 해외 정보 제공※으로 신규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 방향성 제시

※ ①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및 기능성 원료 동향, ② 기능성별 유망 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정보, ③ 기능성 원료 관련 해외 최신 연구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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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해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업계를 대상으로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연말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성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해외 정보의 활용방안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
할 계획
◈ 축산 동향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0.8.)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1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축산 관련 신문·잡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
◈ 축산농가에 대한 도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별표2):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 전액(도태한 날을
기준 평가액)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3):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
◈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보상금 기준 마련(별표2):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중 “방역기준”※을 부여받아 살처분되지 않았다가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2021.10.5.일 시행)
※ 가축평가액의 30%∼80%(세부 지급률은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0.6.)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 2021.10.6.]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약 550마리 사육)에서 ASF가
2021년 10월 5일 발생,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결과 2021년 10월 6일 확진※※되어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 농장 주변 방역대(10km) 내 돼지농장 없음.
※※ 2020.11월 이후 농장 주변 10km 내에 멧돼지 양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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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2021.10.6.] 2021년 10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이동
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환경부…발생농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의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고 포획활동도 집중 당부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서울

• 서울시, 예산편성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기후예산제’ 도입(2021.10.6.)
-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2021년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
-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해 4개 유형(감축·배출·혼합·중립)으로 사업 분류·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확대, ‘배출사업’은 축소·상쇄하는 방안 포함
- 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
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 2023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 입법에 앞서 선제적 추진

광주

• 광주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2021.10.5.)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며, 검사 항목은 기존 311종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전 농산물은 339종,
경매 후 및 유통 농산물은 340종으로 확대
-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을 개정해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농가
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많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추가한 항목을 반영
-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 개소한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2020년 개소한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5개 자치구가 검사를
의뢰한 농산물, ▲로컬푸드 등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

대구

• 대구시, 주민 밀착형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확정(2021.10.6.)
- 정부는 2021년 9월 30일,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선정·발표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중구 구립도서관’(중구),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
(서구), ‘월성1동 행정복합청사’(달서구)의 복합화사업 3건※※이 최종 선정되어 142억 원의 국비를 확보
※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작해 3년째 추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단일시설 대비 10%p 인상 지원
- 대구시는 주민 맞춤형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이 꼭 필요로 하거나 평면 주차장, 버려진 연립
주택, 장기미개발토지 등 도심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발굴해 부지를 선정, 설문조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주민과 상시 소통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설계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

- 9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대전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고시(202110.6.)

대전

- 대전시는 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로 결정하고 2021년 10월 1일 고시, 이 금액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
※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
-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1월
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
• 부산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2021.10.7.)

부산

- 부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에 총력
- 이에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시를 비롯한 구·군,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질병 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을숙도 일원 등 철새도래지는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는 소독 차량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소독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방역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 특히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전 신고제 운용 등 차단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구제역 예방) 지역 내 소 1천 745두와 염소 1천 167두 등 2천 912두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고, 1개월 후부터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도 시행할 예정,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는
소·돼지 분뇨에 대해서 부산·경남·울산을 제외한 타 시도로 이동을 제한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 검사 등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

인천

• 인천시, 전 시민 대상‘인천형 지원’ 적극 추진(2021.10.6.)
- 인천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 예방접종 목표 달성 및 단계별 일상회복 맞춘 지원금·소상공인 추가지원이 주요 골자이며, 구체적
지원 방법 등은 논의 거쳐 2021년 11월 중 세부 내용 발표 예정
- 향후 추진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지켜보면서, 시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으며,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

강원

• 강원도, 인제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에 따른 긴급 차단방역 총력(2021.10.6.)
-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0월 6일 인제군 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
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방역에 총력
※ 김○기 농가(돼지 약 550여 두 일관사육) / 방역대(10km) 내 농가 없음.
- 도축장 출하를 위한 사전 정밀검사와 모돈 폐사에 따른 확대 검사에서 모돈 시료 3건 양성 확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장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초동방역 조치에 총력

경기

• 경기도, 시·군 협력 강화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효율화 도모(2021.10.7.)
- 경기도는 2021년 10월 7일,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 6개 시·군
부단체장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

- 10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도 차원에서의 사업추진 실태 주기적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하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
도입한 ‘민간 전문가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
-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군별로 450억 원씩을 도비로 각각 지원하는 등
총 28개 사업에 3,796억 원이 투자될 예정

충북

• 충북도,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2021.10.5.)
- 충청북도는 2021년 9월 30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우수공동체 6팀을 선정
하고 10월 5일 시상
※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를 맞는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공유하며 새로운 공동체 발굴 및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 (최우수) 영동군의 「신명나고 얼싸안은 봉곡마을」로 마을주민이 화합해 관상용 호박을 활용한
마을꾸미기와 음식개발, 지역자원을 활용한 탈춤축제 기획 및 공연 사랑의 음식배달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활성화된 사례를 발표
- (우수상)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옥천
으로 오슈’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 ▲3040세대와 4050세대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내수’,‘살고 싶은 내수’를 만들어가는 청주시의
「한울타리공동체」가 선정
- (장려상) ▲거동이 불편한 취약가구의 대형빨래를 수거·배달 하는 「숙골빨래단공동체」, ▲민·관이
협업하여 마을가꾸기와 폐자원을 활용한 탄소제로활동 다양한 컨텐츠가 담긴 마을축제를 추진한
충주시 「멈추지 않는 용산동마을공동체」, ▲마을하천과 환경정화활동, 사계절 마을체험활동;
벽화그리기와 계절별 꽃길을 조성한 보은군의 「구병마을공동체」가 선정
• 충남도,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워크숍 개최(2021.10.7.)

충남

전북

- 충청남도는 2021년 10월 7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방역관계자의 방역의식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개최, 코로나19 시대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전문 방역교육과 야생동물의 생태 및 소양 교육으로 역량 강화
- 충남 지역은 2022년 3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
•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2021.10.6.)
- 전라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2021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
면동 사무소에서 진행, 이는 2021년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
-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2021년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
• 전남도,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농촌 새 소득원 주목(2021.10.6.)

전남

-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만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가 농촌의 새 소득원
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업체의 소득향상 등 1석2조 효과가 있는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의 2021년 매출 목표액을 2020년 3억 5천만 원보다 6배 증가한
20억 원으로 설정
※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올해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노인 등 도내 복지시설 이용자 7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11 -

⎗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체험활동 꾸러미 매출 급성장은 기존 공급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
- 공급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콩나물 키우기,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등 66종의 체험꾸러미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인당 평균 1만 9천 원을 지원, 구매를 바라는 복지
시설은 관할시·군에 신청 후 체험활동 5일 전까지 ‘남도장터’에서 신청

경북

• 경북도, 경상북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2021.10.5.)
- 경상북도는 2021년 10월 5일, ‘경상북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탄소중립추진위원
위촉식과 2050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
-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기후위기, 에너지, 산업, 농축수산, 수송, 건물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이행을 위해 정책 기본방향 제시하고 관련 자문, 중점 추진
과제·사업 발굴, 탄소중립 정책의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소통의 역할을 담당
• 경북도,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최다인 12개 지구가 신규 선정(2021.10.6.)
- 경상북도는 농식품부 공모로 추진된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최다인 12개
지구가 신규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212억 원(국비 170억 원)을 확보
- 이번 사업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집단재배지(30ha 이상)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2년에
걸쳐 관정개발을 통한 용수원 개발과 급수관로 설치,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
- 또한, 가뭄 걱정 없는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해 수출과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거점을 육성하며, 사업비는 수혜 농업인의 부담 없이 전액 국비(80%)와 지방비(20%)로 조성

경남

• 경남도, 농산어촌 메가시티 아이디어 의견 수렴(202.10.6.)
- 경상남도는 2021년 10월 1일, 상주면 동고동락 협동조합과 귀농귀촌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 메가시티 아이디어 토론회 개최, ‘농산어촌 이주 활성화’란 주제로 도시-농산어촌
연계전략과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및 실제 체험자들의 의견을 수렴
- 참가자들은 농산어촌 이주의 문제점으로 ▲의료시설 부족, ▲대중교통 불편, ▲일자리 부족,
▲비싼 물가, ▲교육·문화시설 부족, ▲부족한 젊은 인구, ▲주택난, ▲도농 간 문화적 차이, ▲초기
정착 어려움 등을 꼽아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도입, ▲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창업지원센터 건립,
▲창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급, ▲공동육아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마을형 사회주택 도입, ▲원주민·이주민 소통공간 제공 및 상생문화 확산 등을 제시

제주

• 제주도,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교육생 모집(2021.10.5.)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교육생 25명을 2021년 10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이번 교육은 농업
경영에 핵심인 농업회계, 법률 등 기본적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홍보 트렌드로 자리
매김한 유튜브 활용한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 마련
- (교육 기간) 2021년 10월 1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8회 37시간 과정으로 진행, (교육
대상) 서부지역(한림, 한경, 대정, 안덕) 농업인으로 단계별 농가 경영개선 실천 컨설팅에 관심 있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교육내용) ▲농장 홍보 사진 촬영 기법, ▲농업경영과 세무 기초,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창업 아이템 발굴 등 기본과정, ▲유튜브
SEO 이론, ▲유튜브 촬영·편집 실습, ▲유튜브 광고 및 채널 만들기 등 심화과정 2단계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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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코로나19와 식품 시스템 외
[기획] 코로나19 동향 코로나19와 식품 시스템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 19와 식품 시스템”(출처:
2021.7.21. 발간된 ‘COVID-19 and food systems’)(2021.10.4.)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식품 시스템은 코로나19에 의해 노동, 가공, 운송, 물류, 수요(소득감소, 외식 →
가정) 등에서 초기에 일시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회복세
❍ 이러한 회복력의 주요 원인은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등을 활용한 ‘투명성(Transparency)’을 통한 시장 안정과
정책 조정
- 시장 상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하여 시장에 대한 불확
실성이 감소하고 올바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
❍ 코로나19 대응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 시 장기적으로 식품 시스템의
3대 과제(식량안보, 종사자 생계유지, 지속가능성)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
<식량 공급 체인에서 코로나19의 충격과 대응>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이동제한은 농업 노동 등의 생산 투입 요소와
더불어 가공, 운송·물류 분야에서 병목 현상을 발생
- (생산 요소) 많은 국가에서 계절 농업노동자의 가용성이 감소했고, 국지적으로
종자, 살충제, 비료 및 에너지 등 다른 생산 투입요소의 원활한 공급에 혼란 가중※

※ 농업생산 현장은 특성상 계절적 노동에 더 의존적이며, 품목별로 과일과 채소는 노동
집약적이지만 곡물과 유지종자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
- (가공업) 사회적 거리 두기, 노동력 부족, 봉쇄 등의 제한조치는 과채 및 육류※의
가공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했고, 공장 폐쇄나 가동 축소 등의 식품 가공
비지니스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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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 가공은 부분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작업 특성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더 어려워 다른 유형의 가공업보다 더 민감(반면, 곡물 취급 및 가공은
고도로 자동화), 프랑스의 경우 육류 가공 시설에서 직원 가용성이 최대 30% 감소
- (운송 및 물류) 운송 및 물류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농식품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

※ 농산물 주요 운송 방식(3가지): ▴곡물과 유지종자는 일반적으로 벌크(대량) 선박, ▴육류
및 유제품은 냉장 컨테이너와 트럭, ▴중량 대비 가치가 높고 부패가 쉬운 제품은 항공

❍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사회변화에 의해 소비자 수요는 전례 없이 빠른
변화 중
-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및 카페 등 외식에서 가정 내 소비로 수요가 급변(냉동
및 포장 식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간 외식 부문에서 이루어졌던 농산물
소비가 가정 내 소비에서 완전히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식량 공급망 측면에서 놀라운 견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줌.
- 선진국 식량 공급망의 다양한 주체는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안정적 재고를 보유
했으며, 국제적 곡물 재고량도 높은 수준이여서 충실한 완충 역할을 수행
- 식품 가공 및 소매업체들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해 운영 시간과 고용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기 제품에 집중하며, 신속히 대체 원물 공급원
확보에 주력
- 농식품 공급자들은 click and collect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와 같은 새로운
배송 방법의 사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

※ 외식업계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며 준비된 음식보다 밀키트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경 통과 시간 단축, 규제완화, 정보 제공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농식품
교역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농식품 공급망 유지※※

※ EU 내 국경 교차점에 ‘녹색 차선(15분 이내 국경통과)’ 설치, 인증 절차 간소화, 식품거래에
대한 규제(예: 일부 라벨 표시 요구 사항) 완화, 정부 지원･시장상황･안전 및 위생에 대한
정보 제공, 식품 및 농업의 폐쇄 제한 면제, 농업 및 식품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 제한 완화 등)
※※ 세계 농식품 교역의 2/3를 담당하는 WTO 회원국은 국제 무역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표현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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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를 해소하는 ‘투명성’>
❍ 농산물 및 식품시장에서 시장 상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
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
- 농식품의 수급균형, 가격, 무역 및 재고량에 대한 시장 정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형성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 가능
- 코로나19 봉쇄(lockdown) 시행 초기에 농식품 공급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자
사재기(Panic buying)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수요와 공급 균형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
-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기 구축된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을 활용하여 4대 주요
작물에 대한 시장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생산·제공
❍ 일관된 시장지표, 정책결정 모니터링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입안자가 위험을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

※ 코로나19 초기에 무역 및 운송 차질에 따른 공급 불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 주요 곡물은 운송 장애의 영향(선박, 항구, 국경 등에서 사람의 개입이 덜 필요)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불안 심리 해소
※ 방역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초기 수출 제한을 시행했던 국가들도 수출 제한의 비효과성과
국내 및 국제 시장에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신속히 철회

❍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에 대한 투자와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
- AMIS와 같이 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이 강화되어 세계 농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함.
<코로나19와 식품 시스템 과제>
■ 식량안보와 영양
❍ 식품 및 영양 안보는 생산과 무역에 달려 있으며, 소비자에게 식품 가용성을 제고
하려면 제대로 기능하는 공급망과 사회안전망이 필요
-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식량 생산과 무역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전 세계
식량 가용성은 잘 유지 중이며, 다만 코로나19 이전에도 빈곤, 분쟁 등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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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많은
국가에서 분쟁 해결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OECD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배달, 재정지원(바우처), 푸드뱅크 지원 강화, 지원조건 완화 등)

■ 종사자 생계 보호
❍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자와 관련 업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긴요
- 식량 생산 시스템은 노동력 감소에 취약하고, 생산자는 보건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농식품 종사자들이 생계에
더 큰 충격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수요의 구조적 변화는 식품 소비 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식품 공급망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거나 재창조하도록
요구
❍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기본 생산 능력 손실을 방지하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생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임시 조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식품 시스템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전환
■ 환경적 지속 가능성
❍ 식품 시스템은 지역 생태계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상당한 환경 압력을 발생시키며,
향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에 대한 추가 수요는 환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 식품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 또는 제한하기 위한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농업정책을 개혁할 필요
❍ 코로나19에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투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회복력을
감소시키는 기존의 정책을 개혁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생산자의 구제 시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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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나보브리핑, 제113호,
2021.10.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곡물 수급안정 관련 현황>
❍ 최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8월 127.4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로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곡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실정
❍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국내 생산 확대 부문, ② 수입 안정화 부문,
③ 적정물량 비축 부문, ④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2017년 3.5조 원에서 2021년 4.1조 원으로 증가 추세

<주요 쟁점 분석>
❍ 수입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콩·옥수수 등 밭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
안정 사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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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 ❷ 국제협력 증진, 수입국·
수입선 다변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의 성과제고 등을 통한 곡물 수입 안정화,
❸ FAO 권장기준에 따른 적정 비축량 관리 및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검토 필요,
❹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상시적인 식량위기 대응체계 강화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
 국내 생산 확대 부문

 수입 안정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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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비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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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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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경제 위기와 식품 소비액의 변화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Food Spending by U.S. Consumers Fell Almost 8
Percent in 2020”(2021.10.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경제 위기와 식품 소비액의 변화
❍ 미국 내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의 소비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1997년 이후, 2008, 2009, 2020년을 제외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액은 증가하고 있었음.
- 가정 내 식품 소비(food at home)와 외식(food away from home) 모두 증가하고
있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 내 식품 소비는 39.7% 증가하였고, 외식은
그보다 많은 60.5% 증가함.
- 2003년 이후 외식의 소비액이 가정 내 식품 소비액보다 커짐. 일반적으로 같은
식품을 구매하더라도 외식의 가격이 비싸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이전의 경제 위기 때보다 외식 소비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경제 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09년의 식품 소비액은 연도별로, 각각 1.5%, 3.0%
감소하였음. 2007~2009년 사이에 외식 소비액은 4.9%가 감소함.
-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식당에 대한 규제가 생기
면서 외식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전체 식품 소비액은 7.8% 감소하였고,
가정 내 식품 소비는 4.8%가 감소, 외식 소비는 19.5%가 감소함.
- 이전 경제 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외식 소비를 가정 내
식품 소비보다 더 많이 줄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 식당
폐쇄로 인해서 외식 소비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킴.
- 이로 인하여 2003년 이후로 처음으로 가정 내 식품 소비 비중이 외식 소비 비중
보다 더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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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액 변화(1997-2020년)❙

❍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식품 소비를 위한 구입장소와 선호하는 외식 장소가 변화함.
- 가정 내 식품 소비를 위한 구매처 중, 식료품점, 대형마트, 배송 서비스, 직거래,
자가 생산 및 기부를 통한 식품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대형 할인 매장, 편의점, 기타 식품 판매점 및 서비스에서 사용된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대형 할인 매장에서의 식품 소비가 가장 큰 폭(8.8%)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6% 수준에서 감소함.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모든 종류의 외식 업체의 이용 금액이 감소하였음. 이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텔 등 숙박업소(42.9%), 음료수 판매점(40.7%) 등이
있으며, 학교 혹은 대학의 식당에서는 7.8%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임.
■ 자료 출처:
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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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산어촌에 관한 여론 조사(1)
※ 일본 내각부 “農山漁村に関する世論調査”(2021.10.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에 관한 여론 조사(1)
❍ 일본 내각부는 2021년 10월 1일, 일본 농산어촌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음.
<농촌 지역 역할에 대한 의식>
❍ 농촌 지역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식량 생산’이 86.5%로 가장 높았으며,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
63.9%,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 60.7%, ‘재해 방지’ 45.3% 순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 규모) ‘식량 생산',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 (성별)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로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높음.
- (연령) 50대는 ‘지역민 일자리 및 생활’, 60대, 70대 이상은 ‘재해 방지’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농업 다원적 기능의 인지도>
❍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이 아닌 국토 보전, 논의 홍수 조절, 경관 형성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이를 다원적 기능이라고 함.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 ‘몰랐음’
으로 응답한 비율은 69.9%로 조사됨.
- (도시 규모)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시정촌(기초 자치단체)이 더 높았음.
- (성별) ‘알고 있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37.4%)이 여성(20.9%)보다 높았음.
- (연령) ‘알고 있었음’ 응답 비율은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몰랐음’은
20대(80%), 30대(79.3%), 40대(79.3%)에서 높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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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인식>
❍ 최근 일본 농업·농촌은 정체, 과소화·고령화 등에 의해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이러한 농촌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맺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하고 싶음’ 4.6%,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 68.3%,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 23.9%로 조사됨.
- (도시 규모)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도시가
가장 높았음.
- (성별)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71.9%)이 남성(64.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방문하여 협력해 보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74.1%)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70대 이상(28%)이 가장 높았음.
<농업 체험에 관한 관심>
❍ 사는 곳 가까이에 체험 농원 등 농업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방문 의사가
있는지(비 숙박) 조사한 결과, ‘방문하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3%,
‘방문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로 나타남.
- (도시 규모) 대도시 거주자의 방문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57.8%)보다 여성(64.5%)이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 30대의 70%가 ‘방문하고 싶음’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 자료 출처:
https://survey.gov-online.go.jp/r03/r03-nous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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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21년도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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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요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1년 10월 5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업예산 홀대와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

※ 주요 감사 일정: 2021년 10월 5일(농식품부), 10월 7일(해양수산부), 10월 8일(농촌진흥청 등),
10월 12일(산림청 등), 10월 13일(해양경찰청 등), 10월 14일(한국마사회 등), 10월 15일(농협
중앙회 등), 10월 19일(수협중앙회 등), 10월 20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주문,
▴식량자급률 제고 및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민간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촉구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 실시,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제법 처리 등

-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과 농지법 위반, 축소된 농업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
됐고, 쌀값 안정과 군급식 개선방안 마련 등도 주문
❍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를 질타하며,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 또한,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업농촌의 현안을 전달,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량안보를 감안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실경작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
-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조금지원 사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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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해수위는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담당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
<농업예산>
❍ 국가 전체예산 대비 3% 아래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된 정부의 농업예산 비중
3%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너졌다”며 “농업예산 비중은 2.9%에서 2022년에는
2.8%로 더 낮아진다. 식량안보 강화, 가축질병 대응,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농업·
농촌 분야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업예산 비중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감소, 2017년 3.62%에서 2022년 2.76%까지 낮아졌다”면서 특히
2022년 예산안에서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등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
-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우리 부 입장은 예타는 준비하되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2022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농촌 인력난>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
- (체계화된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별 생산품목이 다르고, 또 같은
품목도 농작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주축이 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영국 ‘픽 포 브리튼(pick for Britain)’ 캠페인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시의
구작자와 일손부족 농가를 연결)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농가를 위한 계절근로자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시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

- 26 -

⎗ 아젠다 발굴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실제 2021년 배정된 계절근로자 6,216명
중 현재 입국한 인원은 504명으로 8%에 그쳤으며, 고용허가제 입국자 역시 6,400명
중 1,086명만 들어와 17% 배정
- 이 의원은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7만 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무려 14만 원대
까지 뛰었고, 높은 임금을 쫓아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이탈을 감행, 불법체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며 강경한 조치를 촉구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TF를 제안
- “농어촌 인력 문제는 다부처 간 연계,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환경
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농식품부도 TF 구성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농촌 현장에서 유례가 없는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데,
2020년 농식품부가 농촌 인력문제에 쓴 예산은 30억 원 남짓에 불과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예산과 정책을 동원해 농촌인력 문제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국감 때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촉구
<쌀 과잉생산 우려…시장격리 등 선제대응 주문>
❍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과잉생산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격리 등 신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주문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보다 약 28만 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선 쌀값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잉여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금년 쌀 작황은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요량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급상황을 보고, 쌀값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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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9월 16일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등의 행정절차 때문에 10월 중순은 돼야 매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중소농은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기에 참가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만 공공비축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관련 매입정보를 8월 중순경으로 한 달만 빨리 알려주면 중소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실제 수매는 9월 말에서 10월 초라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빨리 매입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농지 문제>
❍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관리가 중요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농지자격 취득증명이나
농지 임대수탁, 무단휴경 등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농지를 매입한 뒤 2~3년
간 자경을 해야 하는 조항을 넣어 방지하는 등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이러한 실태 파악을 위한 농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자유전 원칙과 농산물비축은 국가 식량안보와
밀접한 부분으로 정부 역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광범위한 허용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의
장애가 되고, 귀농인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는 만큼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지 보호 등 면밀히 제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은 5년간 총 232건 46만 1,742㎡(13만 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으며, 축구장 약 64개 크기”라며 “이처럼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를 방치,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기업자를 고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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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LH 사태로 인해 농지 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에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
<기타>
❍ 농식품부의 농정에 대해 대체로 공익직불제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농식품부의 농정 전략에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
❍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 설치 저조 등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입지갈등 최소화,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주도형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발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
❍ 수년째 이어지는 가축방역관 공백 문제를, 개물림 관련 농식품부의 공식 사고통계가
없고, 맹견 범위 5종도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노력도 주문
자료: “농해수위 국감 첫날,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질타”(국회 보도자료, 2021.10.5.),
“[Issue+] 2021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농수축산신문, 2021.10.5.),
“[2021 국감｜농식품부] “최악 인력난 손 놓고, 농업법인 농지 투기는 뒷짐”
질타”(한국농어민신문,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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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1.9.30.)

개요
❍ [농촌진흥청,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2021.9.30.] 농촌진흥청은
2020년산 승인통계 농산물(50개 작물)에 대해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

농가소득 현황
❍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 식량작물은 16%, 노지채소는 16%, 시설채소 15%, 노지과수
4%, 시설과수(포도) 36% 소득이 증가했고, 화훼(시설장미)는 40%, 특용작물은 6%
소득이 감소
❍ 10아르(1,000m2)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시설오이(촉성)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1,26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작물 중 오이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은 시설포도(1,036만 원), 시설가지(1,015만 원), 노지작물 중에서는 포도
(598만 원), 블루베리(426만 원) 등 과수 소득이 높아
- 파프리카·배는 최근 3년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전통적 식량작물인
쌀보리(19만 원), 겉보리(8만 원), 밀(6만 원) 등은 생산량 감소(냉해)와 소비 부진
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
❍ 노동시간당 소득은 고랭지무(5만 원), 쌀보리(5만 원), 시설포도(4만 원), 쪽파(3만 원)
순으로 높았고, 노지채소는 포전거래(밭떼기 거래)로 수확에 드는 노동력이 감소,
식량작물은 기계화·생력화 재배로 작업단계별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 시설
과수는 자본집약적 재배로 부가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
❍ 최근 4년간(2017~2020년) 소득변동이 적은 작물은 딸기로 나타났으며, 단기 작물
전환이 어려운 식량작물과 과수원·시설 기반 재배기술이 안정화된 과수·시설
채소는 변동이 적었으나, 전년 시세에 따라 작물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노지
채소는 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
❍ 전년 대비 소득증가 작물은 29개이고, 소득감소 작물 21개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물은 시설포도(36%), 반촉성토마토(24%) 등인 반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물은 시설장미(△40%), 복숭아(△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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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연도별 시설작물 소득순위(단위: 천 원/10a)❙

❙연도별 노지작물 소득순위(단위: 천 원/10a)❙

※ (2020년 기준) 소득 상위 작물로 전년 대비 순위 상승/하락/유지를 빨강(↑)/파랑(↑)/검정(↑)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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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식량작물(기준: 년1기작/10a)❙
작물
겉보리
쌀보리
밀
노지풋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342,918
479,994
291,715
1,594,683
3,456,606
2,039,543
2,182,753

총수입(원)
수량(kg)
463
406
294
2,899
1,515
2,271
1,533

가격(원/kg)
741
1,180
987
548
2,254
898
1,424

경영비(원)

소득(원)

266,817
290,869
233,227
731,258
1,632,174
1,185,492
1,316,887

76,101
189,124
58,488
863,425
1,824,432
854,051
865,867

※ 노지풋옥수수 수량은 이삭갯수, 소득률=(소득/총수입)×100, * 10a(아르)=1,000㎡

소득률(%)
22.2
39.4
20.0
54.1
52.8
41.9
39.7

❙노지채소(기준: 년1기작/10a)❙
작물
노지수박
가을무
고랭지무
당근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노지시금치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

3,844,725
2,346,947
3,480,762
4,024,269
2,174,295
2,661,351
2,743,161
3,077,493
2,487,204
3,511,459
6,311,104
7,315,846

총수입(원)
수량(kg)
4,273
6,168
6,396
3,726
7,552
6,490
6,219
1,190
6,502
3,192
1,698
1,568

가격(원/kg)
900
380
544
1,080
288
410
441
2,586
383
1,100
3,711
4,610

경영비(원)

소득(원)

1,997,584
1,117,386
1,467,239
2,141,367
997,529
1,148,867
1,477,101
1,051,402
1,292,507
1,392,701
1,915,364
3,952,043

1,847,141
1,229,561
2,013,522
1,882,902
1,176,766
1,512,484
1,266,060
2,026,090
1,194,697
2,118,758
4,395,739
3,363,804

소득률(%)
48.0
52.4
57.8
46.8
54.1
56.8
46.2
65.8
48.0
60.3
69.7
46.0

❙시설채소(기준: 년1기작/10a)❙
작물
수박(반촉성)
시설참외
딸기(촉성)
오이(촉성)
오이(반촉성)
오이(억제)
시설호박
토마토(촉성)
토마토(반촉성)
방울토마토

5,690,183
9,650,311
23,161,751
28,922,838
14,351,408
6,591,805
13,879,611
23,325,600
18,469,253
16,992,353

총수입(원)
수량(kg)
4,654
3,725
3,080
15,436
9,581
4,116
7,979
11,520
7,769
4,979

가격(원/kg)
1,223
2,590
7,498
1,873
1,498
1,601
1,739
2,025
2,364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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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원)

소득(원)

2,839,175
4,989,783
13,228,506
16,296,344
6,838,685
3,607,887
7,077,524
13,584,110
9,468,572
10,416,868

2,851,008
4,660,528
9,933,244
12,626,494
7,512,723
2,983,918
6,802,087
9,741,490
9,000,681
6,575,485

소득률(%)
50.1
48.3
42.9
43.7
52.3
45.3
49.0
41.8
48.7
38.7

⎗ 통계·조사

23,699,096

총수입(원)
수량(kg)
11,880

35,266,891

12,453

2,832

28,473,446

6,793,445

19.3

3,068,087
9,804,632
9,274,074
16,636,019

1,419
3,548
4,018
4,918

2,163
2,764
2,308
3,382

1,799,644
4,992,152
5,273,250
7,988,604

1,268,444
4,812,480
4,000,824
8,647,415

41.3
49.1
43.1
52.0

작물
시설가지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설고추

가격(원/kg)
1,995

경영비(원)

소득(원)

소득률(%)

13,547,873

10,151,223

42.8

❙과수(기준: 년/10a)❙
작물
사과
배
복숭아
노지포도
노지감귤
단감
참다래(키위)
블루베리
자두
시설포도

6,216,673
5,511,224
3,770,676
8,917,039
3,604,819
3,170,487
5,120,834
7,589,352
3,320,939
16,560,704

총수입(원)
수량(kg)
2,004
1,981
1,068
1,407
2,939
1,419
1,320
406
851
1,649

가격(원/kg)
3,092
2,744
3,525
6,308
1,215
2,234
3,820
18,383
3,902
10,044

경영비(원)

소득(원)

3,001,070
2,603,574
2,012,039
2,933,836
1,449,542
1,538,033
2,401,260
3,333,800
1,636,708
6,201,932

3,215,603
2,907,650
1,758,637
5,983,202
2,155,277
1,632,455
2,719,573
4,255,552
1,684,231
10,358,772

소득률(%)
51.7
52.8
46.6
67.1
59.8
51.5
53.1
56.1
50.7
62.6

❙화훼 및 특용작물(기준: 년1기작/10a)❙)
작물
시설장미※
참깨
인삼(4년근)
오미자
들깨

27,074,175
1,033,606
14,607,497
3,563,152
945,943

※ 시설장미 수량은 본(송이)

총수입(원)
수량(kg)
74,783
46
613
403
81

가격(원/kg)
362
22,365
23,834
8,816
11,613

경영비(원)

소득(원)

20,840,019
491,399
5,923,699
1,760,708
397,057

6,234,157
542,207
8,683,798
1,802,443
548,886

소득률(%)
23.0
52.5
59.4
50.6
58.0

※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2021.9.30.)
(https://www.rda.go.kr/board/board.do?mode=list&prgId=day_farmprmninfo
Entr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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