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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의료ㆍ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2021.11.23.)

개요
❍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2021.11.23.]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2021년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
- (추진 배경)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
◈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0) 15.7% → (2025 예상) 20.7%
◈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 (2018) 65만 명 → (2020) 81만 명
◈ 장기요양보험 지출: (2018) 8,058억 원 → (2020) 1조 4,185억 원 → (2021) 1조 7,107억 원
◈ 노인 진료비: (2016) 25조 원(건강보험 지출 중 38.7%) → (2019) 36조 원(41.6%) → (2025) 58조 원(50.8%)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제4차, 2018): 2041년까지 적립금 증가(최대 1,778조 원) 이후 감소 시작,
2057년 소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 추진

- (주요 내용)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
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1.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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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
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
❍ 첫째,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
-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
-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
-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모의 적용을
실시하고(9개 지역)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
❍ 둘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을 지자체 중심 예방 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 추후 전국화 추진

2.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
❍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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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
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보건소, 공공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
※※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3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중 → 2022년: 13개소로
확대(잠정)

-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하여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
❍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
-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
(기존) 고혈압 당뇨병 (확대)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 COPD) 등 만성질환

※

･

→

･

-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
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24개
→ 53개 보건소, 10월~)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
❍ 셋째,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
-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2022년~)
-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총 250개소, ~2022년)
❍ 넷째,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

- 3 -

⎗ 정책동향

-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
3.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하여,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
❍ 첫째,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
-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
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
근무경력 5년 이상 소정의 교육조건 충족 및 역할 등에 대한 수가반영 필요

※

-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
-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
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
❍ 둘째,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
-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
2021년: 단가 1,800천 원/㎡ 2022년: 단가 1,980 천 원/㎡(정부안)으로 10%로 인상

※

→

-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
현재 통원형(기관 내 서비스 이용+가정방문), 방문형(가정방문) 2가지 형태로 예비사업Ⅱ를
실시 중이며(2021.10월～),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시설 인력 기준(법령 개정 사항) 및 월정액
수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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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
❍ 첫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2022년부터 적용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 둘째,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
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2021.7.1.)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

※ (대상) 병원급(4천 개, 2020) → 병+의원급(7만 개, 2021) / (항목) 564(2020) → 616항목(2021)
※※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설명 의무화(2021.1월)

❍ 셋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2021.7월~)

※ <대상> 혈압, 혈당, BMI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록환자), <건강노력>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걸음수 등 건강생활 실천 정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 평가, <인센티브> 최대 5～6만 원의 지원금 지급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
-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
❍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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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 과제
1.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 의료·요양·돌봄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장기요양신청노인대상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 시법도입
• 장기요양진입前노인대상 맞춤형 예방서비스 통합 제공체계 시범 적용
• 장기요양진입前노인대상 각종 예방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 거동불편고령층대상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 검토
• 거동불편고령층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 거동불편고령층대상 한의분야로 서비스 범위 확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 의료취약지 화상장비 보급 등 시스템 개선 통한 협진 활성화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인식조사 통한 개선방안 도출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논의
• (가칭)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육성
• 주민건강센터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프로그램 확대
• 건강체조교실,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에 체력측정·운동처방 제공
• 노인 장애인 체육 교실 운영지원 확대
• 노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배포
□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 검토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전국 시·도로 확충 추진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적 의무화 방안 추진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확대 등 교육내실화
• 양성교육기관 정기 평가 의무화 및 평가 결과 공표 검토
• 요양보호사 양성경로 확대(특성화고, 대학 등)
• 공립 요양시설 지자체 건축지원 단가 인상
• 공립 요양시설 증개축·개보수 지원
• 공립 요양시설 운영 관련 위탁 공통기준 마련
• 비영리 법인·공공기관으로 공립 요양시설 확충지원 확대 검토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위한 시설·인력 기준 마련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위한 월정액 수가체계 등 제도화 추진
2.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 요양병원 경증환자 입원료 체감제 적용 내실화 방안 마련
•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향 중장기 검토
•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상 입원료 감산 적용
• 비급여 공개범위 확대 및 설명·보고체계 도입
• 비급여 명칭·코드 등 표준화 등 비급여 효율적 관리 강화
•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 본인부담율 인상 등 4세대 실손보험 마련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
□ 국민연금 운용의 수익성·전문성 제고
•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 심층적 논의 필요 사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및 자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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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추진시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10월~
2022년
2021.9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2019.12월~
2021.8월~
2022년~
2021.7월~
2021.8월~
2021.10월~
2021.하~
2022년~
2022년~
2021.7월∼
2021년~
2022.2월~
2021.12월
2021.12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12월~
2021년~
2021.12월~
2021.12월~
2021.12월~
2022.1월~
2022년~
2021.1월~
2021.12월~
2021.12월~
2021.下~
2021.下~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7월~
2022.下
2022.1월
2021.1월~
2022~
2021.7
2021.7
202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下
2021.下
202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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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2022~2024)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11.23.)

개요
❍ [정부,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022~2024) 확정, 2021.11.23.]
정부는 2021년 11월 9일(화)~11일(목) 제6차 시민사회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장 포함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총 38명 구성(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 2020년 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주요 내용) 시민사회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제도) 생태계 조성·(지원) 성장지원·(소통) 민관협력 강화 등 3대 목표·33개
과제 제시, 지자체별 계획도 수립 예정

주요 내용
❍ [전략 1]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 공익 법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시민사회 연구·조사 체계화를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 이를 위해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을 검토하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추진※
미국 연방노동통계국, 대학 연구소와 협업하여 비영리부문 고용 임금통계 제공, 경제사회적
기여도 조사

※

❍ [전략 2]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 기부 캠페인 강화 및 기부 절차 간소화 등 기부 확산 방안을
마련,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도입 방안을 검토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 34개국 평균 24%, 한국 18% 수준(World Giving Index,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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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지원범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익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고용지원
제도 적용 등 비영리 부문에서 고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미국 등 세계 31개국 평균 비영리부문 고용 비중은 총고용 4.5% 한국 2.7% 수준(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

※

❍ [전략 3]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국제기준에 맞춘 열린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플랫폼 활성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
- 최근 국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등
시민사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확충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4)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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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농림축산식품부(2021.11.25.)

개요
❍ [정부,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21.11.25.]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
2021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동 사안 협의

※

- (주요 내용)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주요 내용
❍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부 협의체※가 뒷받침
하고, 개 사육농가, 도축·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논의기구)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 (정부협의체) 국무
조정실장 주재, 농식품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
논의기구 지원, 실태조사 추진,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결과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

※
※

❙부처별 역할❙
부처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
•
•
•
•
•
•
•
•

역할(안)
사회적 논의 기구와 정부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사회적 논의기구와 정부지원 협의체 총괄 및 간사 역할
개 사육농가 등 실태조사, 지원 검토 총괄 및 간사 역할
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
음식점, 유통업체 실태조사 및 지원 검토
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 지원
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
개 식용 종식 논의 과정 중 대국민 소통
실태조사 협조 등 지자체(축산·위생·환경 등 관계부서) 독려
이행 방안 추진 관련 예산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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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22.)

❍ [농식품부,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공모, 2021.11.22.]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공모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주요 내용) △청년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4개소 공모(2021.11.22.~12.31.), △시·도 단위에서 임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뒤, 2년간(2022∼2023년) 시설조성 후 청년 농업인
에게 임대·운영
- (기대 효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계획 개요>
◈ (기반·온실조성) 청년에게 농지·시설임대가 가능한 부지의 기반조성, 온실 및 에너지지원시설
조성(개소당 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
◈ (운영·관리) 청년농업인 대상 기본 3년간 임대 및 운영
◈ (지원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200억 원※(1년차 100억 원, 2년차 100억 원)
※ 2022년~2023년 간 4개소 조성 공모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개소당 사업비 및 사업 규모(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를 준수하여 지자체에서 예비계획
수립 및 공모 참여, 부지매입은 국고 지원 제외(사업 추진과정의 초과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원칙)
◈ (추진체계)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여 임대형 온실을 조성(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하고 입주 희망
청년농 등 모집·임대
◈ (2022년~2023년 개소당 사업내용(국비 기준): 14,000백만 원
(2022) 7,000백만 원
(2023) 7,000만 원
1년차(50%)
2년차(50%)
※ 2022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예산 변동 시 지자체 통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10 -

⎗ 정책동향

사물DID 기반 무선통신망 통합솔루션 개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촌진흥청(2021.11.24.)

❍ [국립농업과학원, ‘사물DID 기반 무선통신망 통합솔루션 개발’업무협약 체결,
2021.11.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SK텔레콤과 2021년 11월 23일, 노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저비용·보급형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사물DID※
기반 무선통신망 통합솔루션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DID: 분산식별자,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 한 전자 분증 시스

※

축

신

템

- (추진 배경) 노지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무선통신망 통합솔루션 개발
및 사물DID(분산자격인증) 첨단 보안 기술 제공 등 연구 협력 필요
- (주요 목적) 농업환경에 적합한 무선통신기술을 보유한 SK텔레콤과 농업 분야
기술 정보 교류 및 협업
- (주요 내용) 국립농업과학원의 디지털농업 기술과 SK텔레콤의 사물DID 적용 지능형
통신망, 장비 보안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지 분야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추진
◈ 저비용 노지 디지털농업용 원스톱 솔루션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환경 데이터와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물DID 기술을 적용할 계획
◈ 지능화 및 무결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활성화, 작물·필지 맞춤형 저비용·고효율 무선
농업 통신망 구축 등 노지 디지털농업의 기술 보급화와 현장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무기질비료 절감ㆍ적정 사용 위한 영농기술 보급 강화
자료 : 농촌진흥청(2021.11.22.)

❍ [농촌진흥청, 무기질비료 절감·적정 사용 위한 영농기술 보급 강화, 2021.11.22.]
요소 등 비료 원자재 부족 우려로 인한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기질
비료 절감·적정 사용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 이에 따라 ‘무기질
비료 절감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특별팀(TF)’을 구성하고 2021년 11월 22일,
대책회의를 개최
- (주요 내용)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작목별로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과 대체비료 활용 등에 관해 논의, △무기질비료 부족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기질비료 대체 및 절감 연구개발 기술 발굴, 현장 수요기술 등 중장기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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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2021.11.2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1.11.23.] 2021년 11월 23일,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 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차, H5N1),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 사육농가 발생 현황: (1차) 음성 메추리(2021.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
(11.17.), (7차) 음성 육계(11.19.)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021.11.23.)
- 2021년 11월 24일,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
- (주요 내용)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기반으로 정책방안 모색,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 문제 등 토론의 장 마련

강원

• 강원도, 2021년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2021.11.24.)
- 강원도는 2021년 11월 24일,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를 개최, 지방행정
및 의정, 지방언론이 다함께 자치분권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
• 강원도,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별기획전 추진(2021.11.23.)
- 강원도는 도의 특산품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해 2021년 11월 24일부터 ㈜카카오커머스와 함께
「카카오톡 쇼핑하기」 내 특별 기획전※을 추진
※ 이는 2021년 10월 22일 최문순 도지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본사를 방문하여 홍은택 대표와 마케팅 협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
- 우선, 2인 공동 구매서비스 ‘톡딜※’을 통해 2021년 11월 27일까지 인제 황태채 200g×2개set
2,000개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으로 선착순 판매, 또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내
상시 기획전을 통해 황태포, 황태스낵, 반려견 간식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
※ ‘톡딜’: 단 2명만 모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르는 타인과도 구매 거래
성사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형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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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카카오커머스는 ‘톡딜’ 기획전을 메인화면에 노출하고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친구 등록된 가
입자에게 마케팅 메시지 전송을 지원
• 충북도, 2022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 사업 선정(2021.11.24.)

충북

- 충청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2022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공모에 진천군 당골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괴산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가 선정돼 국비 5억여 원을 확보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최대
2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당골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마늘,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의 전처리 및 포장 시설을 구축,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은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양배추액, 옥수수의 가공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
• 충남도, 카카오커머스와 ‘충남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 체결(2021.11.22.)

충남

-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이사와 2021년 11월 22일,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이 협약은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충남
농특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
- (협약 내용)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www.nongsarang.co.kr)’ 입점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도내 우수 청년 농가를 찾고, 카카오커머스 연계 협력
사항을 발굴·추진하며, 도내 농식품 자원을 활용해 탄소중립과 친환경 이커머스 환경 조성에도 협력
- (충북도) ▲입점 업체 발굴 및 상품 관리, ▲기획전 참여 대상 추천 및 판로 지원,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 ▲우수 판매 청년 농가 추천, ▲농특산물 및 생산 과잉 생산물 판촉 지원 등을 추진
- (카카오커머스) ▲도내 판매자 카카오커머스 우선 입점 지원, ▲충남 농식품 기획전 정기 개최 및 상품
홍보 지원, ▲충남 우수 판매 청년 농가 선정 및 운영 교육 지원 등을 진행
• 전북도, 제7회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 개막(2021.11.22.)

전북

전남

- 전라북도는 2021년 1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2일간, ‘제7회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
- 이번 행사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 Network, AI)과 농생명 소프트웨어의 결합’
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스마트 농업 최신기술 및 산업동향 세미나를 진행
- 현재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생명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기술
전시를 통해 디지털의 옷을 입힌 스마트 농생명 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현장을 선보여
•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227억 원 지급, 전국 최다(2021.11.21.)
- 전라남도는 논이모작을 재배 중인 도내 2만 3천 농가에 전국 최대 규모인 논이모작 직불금 227억 원을
2021년 11월 22일부터 지급, 전남지역 논이모작 재배면적은 4만 5천ha로, 전국 총 9만 3천ha의 48%를
차지
- 논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인 논에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
단가는 ha당 50만 원
• 경북도, 전국 최초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 개발 완료(2021.11.22.)

경북

- 경상북도는 2021년 11월 22일,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완료보고회를 개최
※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 농업환경정보 즉, 토양, 병해충, 기상, 수계정보 등 농경지의 농업
환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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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07년부터 토양정보기반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ation
System)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기상, 병해충, 재해 등 좀 더 다양한 농업환경정보를 사용자 중심
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 이번에 새로 구축된 통합플랫폼은 지역 23개 시·군의 560만 농경지 필지에 대해 토양 특성, 병해충
발생상황, 가뭄 및 수자원정보를 지도기반 공간정보 형태로 표출하여 농업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에서 접속 가능하고, 3~4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2022년 3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경남

제주

자료:

각

• 경남도, 경남형 치유농업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치유농업 포럼 개최(202.11.25.)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 11월 25일, 치유농업의 대국민적인 관심도 증가와 법제화에 따른
치유농업의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경남형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극 도입시켜 도를
치유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며,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 혜택과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이라는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낼 전망
• 제주도,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 마을 모집(2021.11.24.)
-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할 마을을
2021년 12월 20일까지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내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정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①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②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③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
- (참여 방법)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 이상 1M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요건을 충족
• 제주도,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청신호’(2021.11.25.)
-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도내 가축분뇨 유출지역에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화기법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질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
- 질산성질소 약 30mg/L 농도의 지하수에 시간당 약 40톤의 깨끗한 지하수를 주입했을 때, 평균 5일 내
먹는물 수질 기준 이하인 3~4mg/L의 농도를 나타내며 최대 90%의 개선 효과가 확인,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인 10mg/L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
- 2019년 11월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산성
질소 오염 저감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2020∼2021)을 추진,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은 한림읍 일대이며, 특히 가축분뇨 유출지점 인근 마을인 명월리 등에서
지하수 정화 기법※을 시범 적용
※ 지하수 정화 기법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심부(심도 180m) 지하수를 상류 오염층에 주입해 고농도
질산성질소를 희석시키는 물세척 공법(Flushing)을 적용
시도
이지 보도자료를 정리 성

홈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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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2022년 식품ㆍ외식 트렌드 전망 외
[기획] 트렌드 2022년 식품·외식 트렌드 전망
※ 2022 식품ㆍ외식산업 전망대회에서 발표한 식품 및 외식산업 트렌드 및 전망
자료(2021.11.24.~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 11월 24일(수)부터 25일(목)까지
‘식품을 통한 연결과 진화’를 주제로 식품외식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
- 이번 행사는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한 신사업 영역 발굴 등 다변화하고 있는 식품·
외식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2022년 식품·외식 트렌드 전망>
❍ 기조강연에서는 세계적인 식품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패트릭 매니언(Patrick Mannion) 대표가 ‘2022년 글로벌 식품 트렌드 전망(Top
10 Trends for 2022)’을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소개
지구의 건강( red Pl ne ), 식 성 제품(Pl n
ed e nv or Innov ion), 식 위
기술( e o le), 식생활 화( i ing O ion ), 소비자 목소리( oi e o e on er),
장 건강(G Glor ), 원산지로 회 (B
o e oo ), 로 경험에 대한
( li ied
Ex erien e ), 업사이 (
ling ede ined), 의 가 와 브 (M ood, M Br nd)

※

Sha a t 물
a t bas th ca as f at 탁
T ch t Tab
변 Shft ccas s
V c f th c sum
ut y
귀 ack t th R ts 새 운
갈망 Amp f
p c s 클링 Upcyc R f 나 치 랜드 y F y a

❍ 특히 서울대 문정훈 교수는 2022 식품트렌드 Top 7을 제시하였고, 한국외식산업
경영연구원 윤은옥 부장은 2022 외식트렌드 전망을 발표
❙2022 식품(푸드)트렌드 TOP 7❙
① 코로나19 이후 뭐
먹지?

• 코로나19 이후 단백질, 유지, 주류 소비는 증가하고 당, 탄수화물류는 상대적으로
감소

② 일상 장보기 고객의
이동

•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증가 등 일상생활 식료품 구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③ 냉동 간편식 시대를
열다

• 소비자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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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④ RMR, 3자 협업의
간편식

• 유명 맛집 인기 메뉴를 담은 레스토랑 간편식(RMR) 열풍으로 외식-유통-제조
업체 3자 협업의 새로운 형태 간편식 부상

⑤ 단백질로 칼로리를
채우다

• 건강 및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칼로리 섭취원 중 탄수화물은 감소,
단백질과 지방의 비중이 증가

⑥ 지속가능한 대체식품

• 환경오염·동물복지·건강 등 사회 및 환경부문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물성단백질 등 대체식품 시장 급성장

⑦ 건강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품 소비

•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면역력 향상, 다이어트, 마이크로
바이옴 등 건강 키워드가 급부상, 식품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 증가

❙2022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 요약❙

출처: 중소기업뉴스(*퍼플오션이란 경쟁시장(레드오션)과 미개척시장(블루오션)을 혼합한 것)
❙참고: 외식 트렌드 주요 키워드 변화(2016~2021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나홀로 다이닝

나홀로 열풍

가심비

미각 노마드

반(半)외식의 다양화

빅블러(Big Blur)

푸드 플랫폼

패스트 프리미엄

반(半)외식의 확산

한식의 리부팅

한식 단품의 진화

2019년

2020년

2021년

뉴트로 감성

그린오션

홀로만찬

비대면 서비스화

Buy me – For me

진화하는 그린슈머

편도족의 확산

멀티 스트리밍 소비

취향소비

프리미엄 외식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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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후변화 신 EU 기후적응 전략 주요 내용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이슈 브리프, 2021.10.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발표
Ne E r eg on d ion o Cli e C nge : 2013.4월 표된 E 의 기후적 전략
및 이에 대한 2018.11월의 평가 결과를
으로 수정 보
으며, E 의 구체적인 기후
적 전략 등을 포함

※ w U St at y A aptat t mat ha
바탕
응

발
･ 완되었

U
U

응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하며,
➊ 영리한 적응, ➋ 체계적 적응, ➌ 신속한 적응 및 ➍ 국제적 행동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 동 전략은 건축, 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의 세부정책과 병행 운영될 계획이며,
EU 정책금융기관이며 기후은행인 EIB의 향후 금융지원 방향에도 영향
<신 EU 기후적응 전략 주요 내용>
□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1년 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발표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
- 기후변화 적응은 ➊ 미래 인적·자연적·물적 손실 회피, ➋ 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 ➌ 사회·환경·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Triple Dividend)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필수적
-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2017~20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연평균 5,370억 달러)를
차지했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5% 수준으로 저조[Climate Policy Initiative(2019)]
❍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
-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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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3℃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EU는 ➊ 영리한(Smarter) 적응, ➋ 체계적(More Systemic) 적응, ➌ 신속한(Faster) 적응 및
➍ 국제적 행동 강화를 기후적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
❍ 영리한 적응, 체계적 적응, 신속한 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공함
으로써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 더불어 기후적응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지역·노동자 간 기후변화 위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 내 결속과 공정성도 강조
❙신 EU 기후적응 전략별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전략
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후 의사
결정
영리한 ② 정확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의 기록·
적응
수집·공유
③ Climate-ADAPT를 공식 지식플랫폼
으로 활용
① 기후적응 측정 기준 마련, 정책 일관성
유지
② 지역별·개인별 기후적응의 공정성
증진
체계적
적응 ③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후적응
내용 반영
④ 자연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촉진
① 기후적응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적응 리스크
신속한
경감
적응
③ 기후보호격차1)의 감소

④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EU의 이행방안
Horizon Europe, Digital Europe, Copernicus 등을 활용하여
기후 지식격차 해소 지원 등
데이터 기록·수집·공유의 기준 마련, Risk Data Hub를 통한
중앙 기록 지원 등

산발적 정보처리 메커니즘 통합 등
회원국 협력으로 국가 기후적응 전략 지침 마련 등
지역 기후적응 전략 및 지원기구 운영 등, ESF+, Eramus+ 등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지원
공공 재정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 측정방법 개발,
역내 기금과의 상호보완 강화 등
자연기반 솔루션의 재무적 영향을 활용한 금융기법 개발 등
EU Taxonomy2)의 지속 개발 등
중요 인프라 건축·개조 시 기후적응 기준 반영 등
유럽보험연기금청(EIOPA)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 역내
자연재해 보험 촉진 등
제품의 절수 요건 강화, 지속가능 토지이용계획 촉진 등

발 판 손 U
능
· 되 않
“F a c mat - s t u p Th w U st at y a aptat t c mat change”

주: 1) 기후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하는 경제적 실 중 보험으로 보장 지 는 비중
2) 환경적으로 지속가 한 경제활동을 정의, 별하기 위한 E 의 과학적 기술적 기준
자료: EC(2021.2), orging
li e re ilien E ro e: e ne E r eg on d
ion o li e

❍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경제·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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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
- 또한, 역내 기금, GCF, Adaptation Fund※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2001년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교 의정서에 입 하여 개 도상국의 기후 화 적 에 금
지원

※

토

각

발

변 응 융

□ 신 EU 기후적응 전략은 유럽 그린딜과 병행 운영되며, EIB의 향후 금융지원 계획에도 반영
❍ EU는 동 전략이 건축, 생태계, 식품, 산업(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이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
- EIB(European Investment Bank)도 2020년 11월 발표한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
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2027 공동농업정책의 채택 과정
※ 유럽의회조사처의 “CAP strategic plans”(2021.1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2027 공동농업정책의 채택 과정
❍ 2021-2027 공동농업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Pillar 1과 Pillar 2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채택 및 승인 과정에 있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공동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중 총회 투표를
거쳐 현재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회※
(trilogue)까지 통과함.

※ 공동농업정책이 승인되는 과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부터 채택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됨.
협의회(trilogue)는 8번째 단계로, 앞으로 총회(plenary)에서의 승인과 채택의 2단계가 남음.
- 공동농업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됨. Pillar 1은 유럽연합의
예산으로만 진행되는 직불금과 농산물 시장 관리를 의미, Pillar 2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같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농촌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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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제도는 기본직불금(면적 기준, 녹색 직불금 및 청년농직불금 포함)과 자발적
참여직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동농업정책의 개정안은 직불금 강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제안됨.
- 2021년 6월, 유럽연합의회에서 공동농업정책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30
Farm to Fork Strategy, 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됨.

※ 유럽연합의회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표한 개정안은 ① 유럽연합 농가들의 환경적 성과
개선, ② 소규모 농가, 청년농,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지원 강화(중소농가에 국가 직불
예산의 10% 배정), ③ 농가의 리스크 및 위기관리 지원, ④ 투명한 재정 보호와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유럽연합의회(2021.6.28. 발표한“EU farm policy reform”)에 따르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 국가별 직불금을 최소 10% 보장, 농가별 직불금 규모는 최소 60,000
유로에서 최대 100,000유로, 농촌개발 사업 예산 중 최소 35%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으로 사용, 최소 25% 직불금 예산을 eco-scheme으로 활용 등이 있음.
-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전략 및 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회원국별 계획은 2022년에 의결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2023년 1월 1일 자로 발효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7월에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공동농업정책
에는 약 3,493억 유로가 투입될 것임.
- 2018년 5월 처음 제안된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3,240억 유로(2018년 기준)이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2014~2020년의 예산안과 많은 차이가 발생함. 이로
인해 유럽연합 27개국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12% 감소하였고, 특히 Pillar 2에
속한 정책들에 대한 예산은 25~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7월에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년간 지출 예산에
대해서 총 1조 743억 유로(2018년 기준)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공동농업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3,493억 유로임.

※ 공동농업정책은 Heading 3: 천연자원과 환경 부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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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협정의 예산 중에 2,586억 유로는 직불금과 시장 관리에 배정되었으며,
853억 유로는 농촌개발에 배정됨.
※ 2021년 6월에 발표된 공동농업협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연합의회에 게재된 “EU farm policy reform: Parliament and Council strike
a deal”(2021.6.28.)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 방침
※ 일본농업신문 “輸出促進法改正へ 事業者向け資金創設 品目団体を認定 農水
省方針”(2021.11.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 방침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을 결정하였음.
- 수출 사업자 전용 새로운 자금을 창설하여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 등에 대응한
시설 정비나, 수출을 통해 이익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등의 자금 융통을 지원함.
- 또한, 품목별로 생산에서 수출까지의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국가가
인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를 민간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성은 2022년도 통상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방침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은 사업자가 수출하는 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 판매액 등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서를 국가가 인증하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보조사업에서 우선 채택 받을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에 새롭게 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새롭게 신설하는 자금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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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금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융자하며, 수출 사업자에게 필요한 위기 분석
중점 관리 제도(HACCP)나 이슬람교도 전용 할랄 대응 시설, 지방 항만·공항에서의
콜드 체인(저온 유통) 설비 투자를 지원함.
❍ 그 외 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의 대응 경비나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운용 자금으로
충당됨.
❍ 품목별로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인증하는 구조도 설치하고자 함. 인증을
받은 단체는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나 판매 촉진 등의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기 용이하도록 하고, 인증 요건 등은 향후
마련해갈 방침임.
❍ 현재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 시에 필요한 위생 증명서 등의 발행은 국가 및 도도
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나, 민간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 검사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구조로 구축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확대를 통해 수출 절차 원활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출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자금 창설

HACCP 및 할랄 대응 시설 등 설비 투자,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대응
비용 지원

품목 단체 법제화

생산부터 수출까지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국가가 인증하여 해외에서
시장조사 등을 지원

수출 증명서 발행 절차
원활화

국가 및 도도부현만 시행했던 위생증명서 등의 발행을 민간 검사기관도 담당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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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탄소중립 관련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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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관련 주요 동향
❍ 2021년 11월 22일~23일 양일간,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에너지전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산업통상
자원부 주최, 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개최
-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 상황과 과제, 미래 예측, 그리고
기업들의 추진 사례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한 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이 모여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1.5도로 합의하고 앞으로
노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소개
- 이어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이 1.5도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범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고 부연 설명, 그러면서
“이제 탄소중립은 뒤집을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한 국가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기초를 갖췄다”고 평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과 에너지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높은
제조업 비중 등 국내 산업을 고려해 산업부문은 14.5% 감축으로 낮추었으며, 이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3가지 핵심 과제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신시장신산업창출, 에너지 안보에 만전을 다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피력하면서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전략’을 연내 발표
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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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 Bloomberg LP & Bloomberg Philanthropies
창립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정부의 리더십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
- 그는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 탈탄소화
기술의 글로벌 리더이지만 여전히 난제는 존재한다. 가장 큰 난제는 석탄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지적
❍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발표한 캐드리 심슨(Kadri
Simson)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분야 위원장은 “유럽은 기후 중립에 대한 의지를
EU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집중적인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고 밝혀
- 또한,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 에너지
개발은 실로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EU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그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부연 설명
- “해양 에너지와 같은 잠재력이 거대한 시장의 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규제 비용과 무역 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경로-난제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의 1번째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너무 많은 청정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청정에너지가 있다”
고 강조
- “한국을 비롯한 105개국이 COP에서 서명한 메탄 관련 공약이 지켜진다면, 지구
온도는 1.8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약속, 이러한 공약을 실천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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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1.5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정에너지 기술을 최대한 확장
해야 하며, 개발 중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제안
❍ 엘리자베스 어바니스(Elizabeth Urbanas) 美 에너지부 차관보는 미국은 203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까지 감축할 것이며, 한미 에너지 장관급 대화를
계기로 탄소중립 협력강화 기대한다고 밝혀
❙기조연설 주요 내용❙
성명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블룸버그
(Michael R. Bloomberg)
블룸버그 통신 CEO
파티 비롤
(Fatih Birol)
IEA 사무총장
캐드리 심슨
(Kadri Simson)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위원장
엘리자베스 어바니스
(Elizabeth Urbanas)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주요 내용
• 한국은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NDC 상향 등 속도감 있게 추진
•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주민갈등 최소화 등에 만전
•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우수사례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보다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 COP26 선언 이행을 위해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
- 태양광, 풍력,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 기존 기술의 확대 적용
- 수소 응용, 직접대기포집(direct air capture) 같은 신기술 개발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EU 간 협력 희망
• 유럽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경험과 기술 공유
• 미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까지 감축
• 한미 에너지 장관급 대화 계기로 탄소중립 협력 강화 기대

이형희
•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 필요
(SK SUPEX 사회공헌위원장) •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2020년 말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
❍ 또한, 농식품부는 방목생태축산 인지도 제고와 시·군 단위 홍보 강화를 위해 방목
생태축산농장 권역별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진행 중, 2021년 11월 23일 강원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충청(2021.11.25.), 전라(11.29.) 순으로 진행
- 이번 설명회는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지※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 초지는 ha당 0.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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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글로벌 최초로 ‘탄소중립 중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 보고서를 발간(2021.10.14.),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
-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한국은 탄소중립 준비 역량 세계 11위※(아시아 2위)

※ 부문별 준비도(Sector readiness) 7위, 국가 준비도(National preparedness) 16위

-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실질적인 그린뉴딜 계획, 그린 모빌
리티 및 수소 기술개발 등 강력한 정책을 보여 주는 반면, 석유화학 부문 및 석탄
발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
❙탄소중립 준비지수 상위 25개국 순위❙

자료: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열려…탄소중립 국제협력 논의”(NEWSIS,
2021.11.22.), “탄소중립 2050 실현”…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열려”(news1, 2021.11.22.), “정부, NDC 달성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
마련한다”(서울경제, 2021.11.22.), “문승욱 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위해
中企 세제·금융지원””(아시아경제, 2021.11.22.),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이데일리, 2021.11.22.), “문승욱 장관 “탄소중립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세제·금융 지원””(한겨레, 2021.11.22.), “문승욱 산업
장관 “탄소중립 위한 중소기업 세제·금융지원 추진””(헤럴드경제,
2021.11.22.),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위기인가 vs 기회인가 ①”(산업일보,
2021.11.23.),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해 탄소중립 시대 연다 ”(news1,
2021.11.2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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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2)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5개 시민·농민
단체가 2021년 1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공동 제안,
이들 단체는 공동공약을 20대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공약화하도록 할 계획
<10대 핵심공약>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농업인력 육성,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공약과제>

◈ 농지 공개념을 토대로 한 농지법 개정,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관련 예산 5조 원
이상 확보, 곡물자급률 30% 달성,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 계약재배 추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농산물 시장·유통정보 확대 제공
◈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공공의료·공공교육 추진,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청년농 지원 확대,
청년농과 고령농의 상생농업 추진, 정부·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조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먹거리 기본법 제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환경생태농업 추진, 친환경농업국·친환경농업 연구소 설립,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여성농업인 건강권 확보와 생활기본권 보장, 광역·기초지자체에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편이장비 보급 확대, 지역돌봄시스템 구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모델 개발,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농정
개혁 10대 핵심 공약은 농업과 농촌 발전, 회생을 위한 현장 농업인의 진정한
목소리로 공공성과 공익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의제”라며 “이러한
목소리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일환으로 치부하거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
공약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대적 과제로서 적극 반영해 농정의 핵심
과제로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자료:

“농지법 전면개정·직불제 확대 등 농정 공약 제안”(농수축산신문,
2021.11.23.), “5개 농·시민단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공동제안”
(한국농어민신문, 2021.11.23.),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현장에서 제시한 농정
개혁 10대 핵심공약”(농축유통신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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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1.11.22.)

개요
❍ [통계청,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1.11.22.]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의 10a당 생산량을 표본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표본 수) 전체 1,858개 표본필지(고추 1,218개, 참 466개, 고 지감자 174개)

※

깨

랭

고추
❍ [2021년 고추 생산량] 9만 2,756톤, 전년(6만 76톤) 대비 3만 2,680톤(54.4%) 증가,
전년 대비 10a당 생산량(44.1%) 및 재배면적(7.1%)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85,459
32,181
266

55,714
28,337
197

71,509
28,824
248

78,437
31,644
248

60,076
31,146
193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28 -

2021

전년 대비(%)
92,756
54.4
33,373
7.1
278
44.1

⎗ 통계·조사

- (시도별) 경북(2만 4,698톤, 전국 생산량의 26.6% 차지) ＞ 전남(13,248톤, 14.3%)
＞ 전북(11,761톤, 12.7%) 순※
2021년 경 , 전 , 전 이 전국 건고추의 약 53.6%를 생산

※

북 남 북

❙2021년 시도별 고추 생산량❙

❍ [2021년 고추 재배면적] 3만 3,373ha, 전년(3만 1,146ha) 대비 2,227ha(7.1%) 증가,
전년도 생육기(7~8월) 이후 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은 증가
건고추 이식기(1～5월) 평균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 화건(상품) 1 g): (2019)
19,409원 (2020) 13,412원 (2021) 25,615원

※

→

→

격

매

k

❍ [2021년 고추 10a당 생산량] 278kg, 전년(193kg) 대비 85kg(44.1%) 증가, 전년 대비
강수량※이 양호함에 따라 병해(탄저병)※※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배관리가
우수하여 10a당 생산량 증가
전국 7～8월 평균 강수 : (2020) 848.5

※
량
mm → (2021) 523.3mm [38.3%↓]
※※ 표본피해율: (2020) 64.2% → (2021) 24.5% [39.7%p↓]

참깨
❍ [2021년 참깨 생산량] 10,090톤, 전년(6,795톤) 대비 3,295톤(48.5%) 증가, 전년 대비
재배면적은 감소(-16.2%)하였으나 10a당 생산량은 증가(77.2%)
❙연도별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2016

2017

2018

2019

2020

13,575
27,170
50

14,258
29,682
48

12,727
24,760
51

12,986
25,159
52

6,795
22,9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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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년 대비(%)
10,090
48.5
19,218
-16.2
53
77.2

⎗ 통계·조사
❙연도별 참깨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시도별) 경북(2,168톤, 전국 생산량의 21.7% 차지) ＞ 전남(2,162톤, 21.7%) ＞
전북(1,124톤, 11.3%) 순
❙2021년 시도별 참깨 생산량❙

❍ [2021년 참깨 재배면적] 1만 9,218ha, 전년(2만 2,930ha) 대비 3,712ha (-16.2%) 감소,
파종기 참깨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5월 잦은 강우※※로 재배면적 감소
참
기(3～5월) 평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
(상품), 1 g): (2019) 16,575원
(2020) 16,721원 (2021) 31,165원

※ 깨 파종
격
매 백색
→
→
※※ 전국 5월 강수량: (2020) 103.4mm → (2021) 142.4mm [37.7%↑]

k

❍ [2021년 10a당 생산량] 53kg, 전년(30kg) 대비 23kg(77.2%) 증가, 2020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잦은 강우로 역대적 저조한 생육환경과 수해※ 또한 높았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생육기 및 수확기(7~8월)에 강수량※※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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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피해율: (2020) 81.7% → (2021) 25.6% [56.1%p↓]
※※ 전국 7～8월 평균 강수량: (2020) 848.5mm → (2021) 523.3mm [38.3%↓]
고랭지감자
❍ [2021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11만 8,084톤, 전년(11만 9,441톤) 대비 1,357톤(-1.1%)
감소, 10a당 생산량(-13.8%) 감소로 생산량은 감소
❙연도별 고랭지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2016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121,927
3,579
3,407

2017

2018

98,895
3,244
3,048

91,811
3,462
2,652

2019

2020

139,676
3,844
3,634

119,441
3,390
3,524

2021

전년 대비(%)
118,084
-1.1
3,888
14.7
3,037
-13.8

❙연도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2021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3,888ha, 전년(3,390ha) 대비 498ha(14.7%) 증가,
파종기(4~5월) 평균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재배면적 증가
기 감자 평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 수미(상품) 1 g): (2019) 2,385원
(2020) 2,328원 (2021) 1,445원 37.9%

※ 파종

→

격

[ ↑]

매

k

→

❍ [2021년 고랭지감자 10a당 생산량] 3,037kg, 전년(3,524kg) 대비 487kg(-13.8%) 감소,
폭염※으로 인한 병해※※, 9월 초 장마 우려로 인한 조기 수확이 증가
강원영서 7월 평균기 (기상자료개방포 ): (2020) 22.2
(2021) 25.6 3.4

※
온
털
℃→
※※ 표본피해율: (2020) 29.0% → (2021) 35.6% [6.6%p↑]

℃ [ ℃↑]

- (시도별) 강원(117,739톤, 전국 생산량의 99.7% 차지) ＞ 경북(345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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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개념ㆍ기준 등 인식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1.11.24.)

개요
❍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개념·기준 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1.11.24.] ‘반려
식물’과 ‘건강관리식물(헬스케어식물)’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림기반 스마트 헬스케어(건강관리) 개발 및 확산’ 연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와 함께 농식품 소비자패널 726명(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패널 가운데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연령대 분포를 적용해 임의로 추출)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조사 진행

조사 결과
❍ [반려식물의 개념]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를 들어 봤으며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
(41.7%)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른다
(40.6%)는 소비자가 많아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반려식물에 관심은 이전과 비슷(47.2%)하다는 응답이 많았
으나, 관심이 줄었다(1.6%)는 응답보다 늘었다(51.1%)는 응답이 훨씬 많아
❙소비자의 코로나19 전후 반려식물 관심 변화❙

- 소비자가 인식하는 실내식물과 반려식물의 차이는 애착 형성 여부(43.1%) ＞
사람과의 교감 여부(25.3%) ＞ 관리 빈도(11.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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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생각하는 반려식물은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식물(36.4%) ＞ 실내
에서 공기정화를 위해 기르는 식물(24.9%) ＞ 마당이나 텃밭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식물(18.0%) 순, 반려식물은 열매의 수확을 위한 작물이나 아름다운
꽃을 가진 절화류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
❙반려식물에 해당하는 식물❙

❍ [헬스케어식물의 개념] 헬스케어식물이라는 용어를 들어 봤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른다(49.7%)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들어보지 못했으며 잘 모른다
(43.5%)는 소비자가 많아
- 헬스케어식물은 여가활동용 또는 환경정화용 식물로,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식물로 섭취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생각하는 헬스케어식물은
환경정화식물 ＞ 여가활동용 식물 ＞ 아름다운 식물로 심리적 안정 ＞ 신체적
건강 ＞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능을 가진 식물을 총칭
구분(문항 축약)

대상

기능

먹을 수 있는 식물
아름다운 식물
향기가 나는 식물
환경정화식물
여가활동용 식물
건강해진다
분위기가 화사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효율이 향상된다
소통이 원활해진다
삶이 즐거워진다

20대
3.45
3.20
3.16
4.46
3.88
4.20
3.74
4.24
3.40
3.00
3.96

30대
3.63
3.29
3.22
4.29
3.82
4.20
3.79
4.17
3.43
2.87
3.81

소비자
40대
3.64
3.51
3.55
4.44
3.91
4.05
4.11
4.14
3.61
3.25
3.88

50대
3.55
3.87
3.91
4.36
3.89
4.04
4.25
4.16
3.67
3.44
3.93

60대 이상
3.57
3.96
3.84
4.29
3.96
4.07
4.25
4.24
3.69
3.6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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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