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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도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브라질, 수자원 보호

KOTRA

06.25.

 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

06.18.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제주의 대응방향

국토교통부

06.16.

서울시

03.01.

행전안전부

06.15.

환경부

06.25.

 서울시, 남산에 친환경 교통환승센터(녹색순환버스 환승주차장) 개장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개선
 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뀐다_ 시범사업 추진

 브라질, 수자원 보호
- 브라질 정부, 물 사용 요금 관련 법률 제정 논의
- 부적절한 물 사용으로 일부 지역 심각한 물 부족 겪어

❍ 주요 내용
- 수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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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도시부(Ministério das Cidades) 산하 기관인 ‘국가 위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 1인당 평균 154리터의 물을 하루에 소비하고 있음
* 국제연합(UN)은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110리터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어,
브라질 사람들은 일일 물 소비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
* 그러나 2015년 3월에 발간된 브라질 수자원 관리국(ANA)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수 처리를
마친 물 100리터당 72리터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음. 수자원 관리국(ANA)과 국제연합식량농업
기구(FAO)에 따르면, 브라질 전체 물 공급량의 7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 및 광업 분야에 사용되는 물은 전체의 12%에 해당하고 사람이 소비하는 물은 4%를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 수자원의 약 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표수(surface water)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그 결과 브라질 일부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처하고 있음

- 물의 경제적 가치
* 최근 ‘물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브라질도 물 사용 요금 관련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 논의의 핵심은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에 물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
킨다는 것으로 각 상품 생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가상 물(Virtual Water)’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일례로 대두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하여 대두로 인해 국외로 반출
되는 물의 양(가상 물)을 측정할 수 있음
*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쇠고기, 대두, 설탕, 커피 등과 같은 농산물을 통해 연간
112조 리터의 담수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이 브라질이 원자재를 통해 반출
하는 ‘가상 물(Virtual Water)’의 양은 미국(연간 314조 리터), 중국(연간 143조 리터), 인도(연간
125조 리터)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등으로 브라질의 일부 주는 91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올해 6~9월 강수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물 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 대응방향
- 국가 수자원 관리국(ANA)은 최근 GO, MG, MS, PR 및 SP 등 5개 주가 연관돼 있는
‘파라나(Parana) 수로(watercourse) 지역’에서 심각한 수자원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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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 대학(USP) 공대 교수 Monica Porto는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경작 가능한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경작지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개 시설’을 갖추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수자원 사용에 문제가 없고 물 보유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농작물 등 원자재를
통해 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물 사용량을
관리하면서 원자재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1/06/25)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 주요 내용
-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6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하여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추진해왔음

- 특히, 올해에는 ‘18년 당선지구 중 하나인 완주삼봉2 A-3BL 지구가 준공(’21.12)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에서
시상식과 펨투어를 진행할 예정임

-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주거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주거단지 구현을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 주택을 단순히 개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품격있는 주거플랫폼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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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방식은 다양한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특별공모 방식으로 다양화 함
 공모유형
ㅇ 일반공모: 일정한 설계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주로 참여
ㅇ 분리공모: 신진ㆍ소형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만을 분리공모
ㅇ 통합공모: 2개 이상의 지구를 통합하여 공모하는 방식(소규모, 연접 지구 등)
ㅇ 특별공모: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자, 자격 등을 제한하여 공모하는 방식

- 신진․소형 건축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지구는 통합하고, 연접지구는
연계를 통한 지역거점 역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

- 특히, 올해에는 특별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설계 분리공모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 1개 지구를 대학교 대항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당선팀은 기본설계에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임

❍ 제주 대응방향
-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해당된 경우가 없었지만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특히 제주지역내 건축관련 대학교, 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1/6/18) /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제주의 대응방향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함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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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

-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
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음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됨

-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임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
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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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함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스마트도시법｣ 제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
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량사업)

-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 대응방향
- 스마트도시법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기회와 사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도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도시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 도시문제 및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교통, 환경,
해양, 농업분야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 활용, 민간의
참여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1/06/16) / 엄상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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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에 친환경 교통환승센터(녹색순환버스 환승주차장) 개장
❍ 주요 내용
- 남산 예장자락에 교통환승센터(버스 환승 주차장) 개장
* 서울시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2021년 3월 1일 교통환승센터(버스 환승
주차장)를 개장하여 이용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남산 내 운행되는 녹색순환버스(친환경 전기버스)로
편리하게 환승하고 대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버스 환승 주차장은 관광버스 승·하차 3면, 녹색순환버스 승·하차 3면, 녹색순환버스의 전기충전과
대기 공간 8면, 관광버스 주차공간 26면, 총 40면으로 구성됨
* 주차요금은 5분당 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6시에서 24시까지 이용 가능함. 승용차와 이륜차의
주차는 금지됨

남산 예장자락 버스 환승 주차장 전경 및 주차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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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까지 녹색순환버스(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 서울은 녹색교통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지역 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녹색순환버스는 총 4개 노선 2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지하철역·상업지역 및
업무지구 등을 순환 운행함
* 그 중 남산연계 노선, 남산순환 노선을 운행하는 12대의 버스는 2020년 12월부터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통환승센터(버스 환승 주차장) 개장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남산공원 내 경유버스 진입 제한에 따른 관광객 이동 불편 완화, 환승, 대기 편의성 제공
*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남산 구역의 대기질 개선

❍ 제주 대응방향
-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환승 주차장의 조속한 구축과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버스 이용객에게 환승 및 대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환경보전,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전기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이 경우 충분한 대체수단을 승객 수요에 대응한 배차간격으로 운영, 제공하여
이용객에게 충분한 편의성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서울시(2021/3/1) / 손상훈 책임연구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개선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힘
＊자전거공모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구분

-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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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올해는 충남 천안시(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조성, 전남 여수시(여수섬섬길 스토리텔링 자전거코스),
전남 구례군(빙구례 자전거 스테이션), 전남 강진군(그린 자전거 여행센터), 경남 하동군
(스마트 자전거 그린루프) 등 5개 지자체 선정

-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해당 지자체는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세종,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구례군, 경북 경주시 등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보차도 분리,
단절구간 연결, 요철 및 파손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자전거도로의 안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예정

- 행정안전부는 “에너지·교통문제 개선,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행안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제주의 대응방향
- 2015년에 11월 개통된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234km)은 도민 여가생활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자전거여행 등의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환상 자전거길’은 내륙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도로환경이지만, 도로 유지관리, 관광객 밀집, 불법점용(주차공간,
농수산물 건조 등), 이륜차·삼륜차 운행 등에 의해 안전사고 위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도로 안전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때 제주의 취약한 기후환경(강풍, 해수 등)을
고려하여 정례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지역주민, 자전거 동호회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지역 자전거도로는 내륙지역과 차별화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광
자원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음. 이에 차년도의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행정안전부(2021/6/15) / 박창열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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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뀐다_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
-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25일 오후 경기도청(수원 팔달구 소재)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각 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기관별 주요 역할 >
- (환경부) 행정적·제도적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경기도) 정책개발·추진, 사업추진 등 진행사항 총괄 및 업무 지원
- (화성시) 시범사업 홍보 및 현장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연계 다회용기 사업추진, 홍보, 사업 성과분석
-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식점 대상 참여 유도 및 홍보
- (녹색연합) 정책 공동개발, 캠페인 추진 등 홍보

-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 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함
* ‘19년 대비 ’20년 음식배달 78%↑,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

-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1·2지구 내 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함

-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연말까지 사업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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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임
*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입법예고 실시, ‘21년2월16일부터
3월29일)

-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기보다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 할 예정임

-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난 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게 됨
< 음식점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 개념도 >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매우 많아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되고 있음

- 금번 환경부의 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은 1회용품 사용을 보편적이고
쉽게 저감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관광객 및 도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에 대해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을 통해 1회
용품을 크게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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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스타벅스)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들기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道 차원의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1회용품을 대량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들에 있어 1회용품 사용 현황 및 특성
파악 등 중장기적인 정책 연구도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21/6/25) / 신우석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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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산업⦁관광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개인별 맞춤형 첨단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中 중앙·지방정부, 공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에 박차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기업 리더 본격 양성
 2030, MZ세대가 골프의 주역, 골린이를 위한‘골프 홍보.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 대 성황

문화체육관광부

06.15.

CSF

06.30.

해양수산부

06.2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06.22

산업통산자원부

06.29.

레저신문

06.15.

 개인별 맞춤형 첨단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5일(화) ‘2021년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선정

-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 지자체와 민간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으로 기술기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편의·만족도를 증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
-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행 전 목적지 결정부터 여행 중 활동
(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 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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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방문객 시나리오(예시)>

정보탐색 및 예약

여행(교통, 식사, 숙박, 체험 등)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여행 일정 추천

· 인공지능 기반 메뉴판·안내문 다국어 번역
· 실시간 문의·불편신고 및 특수도움 요청

· 관광지 가상체험

· 실시간 교통 예약 및 스마트 주차, 짐 보관
· 검색 기록, 여행 경험 ▶ · 증강현실 길 안내(내비게이션) 및 위치 기반
등 거대자료 분석을 통
관광지 해설 오디오 가이드
한 맞춤형 관광정보
·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제공

관광 이후
· 여행 후기 설문조사,
누리소통망 후기 등
수집 통해 향후 관광
▶ 일정 추천
· 불편사항 개선 및
지역 관광 서비스·
콘텐츠 개선

- ‘수원시’는 ‘18세기 조선 신도시로의 스마트한 여행 구현’을 주제로,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지능형(스마트)관광 요소가 집약된 구역으로 만든다. 특히 물리적으로 훼손하면 안 되는
세계유산의 특성과 성안마을의 지역관광 상생 모델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

- 국비 35억 원, 시비 및 민간투자비 등 사업비 총 70억 원을 투입해 ▲ 수원화성의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 끊김 없는 관광 이동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 제주 대응방향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스마트 관광과 개인별 맞춤형 관광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현실. 제주의 경우 일찍이 스마트관광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주만의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1/6/15) /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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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중앙·지방정부, 공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에 박차
❍ 주요 내용
- 탄소 정점 도달(碳达峰), 탄소 중립(碳中和)의 ‘쌍탄소(双碳)’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업 구조의 녹색·저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은 전통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총 2,121개 녹색 공장 △171개
녹색 산업단지 △189개 녹색 공급체인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기본적인
녹색제조 체계가 형성되었음
* 하지만, 업계 내 관계자들은 공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자오웨이둥(赵卫东)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연구소 소장은 이하와 같이 강조함
중국 공업은 전반적으로 ‘고(高)투입, 고(高)소모, 고(高)배출’의 발전모델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 공업 녹색발전은 △산
업 구조 및 에너지 구조 불균형 △중국 서부지역 녹색발전 상황 엄중 △정보화·녹색화
의 조화로운 발전 부족 등의 문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6월 1일 중국 공신부가《‘14.5’ 공업 녹색 발전 계획1)》에 관한 ‘전문가
논증회(专家论证会)’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은《계획》문건을 수정‧정비해 하루 속히 발표할 것을
제안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2)는 최근《2021년 신형 도시화 및 도농 융합발전 중점임무3)》를 발
표하고, 에너지의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이용과 더불어 △공업 △건축 △교통 등 각 분
야에서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심화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지방정부 차원의 경우, 랴오닝(辽宁)은 ‘14.5’ 기간 석유화학 업종의 공급측(供给侧)
구조개혁을 추진해 ‘석유 상품 감축, 화학공업 상품 증대(减油增化)’ 전략을 실시해

“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
国家发展改革委
3) 2021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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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톤 이하의 정유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다롄(大连), 판진(盘锦) 등 지역에 월드
클래스의 석유화학 산업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 구이저우(贵州)는《공업 배가 행동을 통한 공업 발전 실현 관한 의견4)》을 통해, 공업 녹색 저
탄소 순환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강조함. △녹색 단지 △녹색 공장 △녹색 상품 △녹색
공급체인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이중 통제(双控·에너지 소비 총량 및
강도에 대한 통제)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에서 하달한 공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 목표 임
무를 완수하며, 공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기술 개선을 추진한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자오웨이둥 소장은 이하와 같이 밝힘
중점 산업 기업과 공업단지는 여전히 ‘14.5’ 기간 ‘제조업 구조 저탄소 전환’의 주체이
므로, 이들의 저탄소 생산 공정의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청정 생산 장비를 응용
함으로써 자원의 순환 이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업단지의 저탄소 개조 과정에
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과 ‘계단식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고, 공업단지의 디지
털화, 스마트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제주의 대응 방향
-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적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공업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제도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제주지역은 그린뉴딜 정책과 친환경 정책들이 연계하고 추진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중앙과의 협력 및 새로운 사례 조사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영역 및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의 고민 및 정책화가 진행되어야만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CSF(2021/06/30) / 이중화 책임연구원

4)

(关于实施工业倍增行动奋力实现工业大突破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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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음

- 그간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음.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누적)이 적재·방
치되어 있는 상황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수산부산물 폐기물 보관기간은 90일 (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로 제약되고, 재활용 업체의 보관량에도 제약이 있던 상황

-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약 2만 원/톤)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약 6만 원 이상/톤),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음.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음
-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하였음. 심지어, 어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음
-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음.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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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하였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ㆍ양식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음

-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라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음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코로나19 이후 해녀들의 채취한 소라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각 어촌계에서는 소라를
삶아 판매를 하고 있음

- 소라를 삶았을 때와 꼬치구이로 판매할 경우 각 어촌계에서는 소라 패각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소라 패각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해양수산부(2021/6/29) / 좌민석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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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 규모는 ‘21년(22.5조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규모
<주요 내용>
①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총 4,881억원 투자(전년대비 11.5%↑)
②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총 2.48조원 투자(전년
대비 9.1%↑)
③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뉴딜에 총 1.54조원 투자(전년대비 44.8%↑)
④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1.89조원 투자(전년대비 20.9%↑)
⑤ 양자‧6세대(6G)‧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역량 제고,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중점 투자

-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감지기(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함
* 미래차 : ’21년 3,563억원 → ’22년 3,936억원(10.5%↑)

- 디지털 뉴딜은 블록체인 기술,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
* 데이터프라이버시글로벌선도기술연구개발 : ’22년 43억원(신규)

-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 건설 등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
*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기술(XR)트윈핵심기술개발 : ’22년 75억원(신규)

- 탄소중립 분야는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
활용에 중점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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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 ’22년 170억원(신규)

- 아울러,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
* 탄소 포집·저장(CCU) 3050 : ’22년 90억원(신규)

- 지역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22년 0.94조원)함 → 디지털‧친환경(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반(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

❍ 제주의 대응방안
-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균특회계
사업, 지역특화산업 외에도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정부 R&D사업 예산은 제주형 뉴딜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훌륭한 대안으로, 제주지역내
산학연이 정부 R&D사업을 적극 공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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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R&D사업 예산안을 심의단계부터 충분히 숙지하고, 부처별 본격적인
공모가 시작되는 2022년 2월부터 차질 없이 도내 산학연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래차,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지역혁신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내 산학연이 정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6/22) / 강영준 책임연구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기업 리더 본격 양성
-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 ｢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박진규, 이하 산업부)는 6월 2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양재)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과 ｢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 개
소식을 개최함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 및 혁신 포럼 개요
￭ (일시/장소) ‘21.6.29(화) 14:00~17:00 / 서울 더케이호텔(양재)
￭ (참석자) 산업부 차관,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 전자신문 사
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산업지능화협회장 등 50여명
￭ (주요 내용)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
② 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

- 금번 행사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
(‘20.8월, 경제중대본)｣과 이를 구체화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21.4월,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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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사업｣은 100여명 기업 리더들(C-레벨 : CTO, CDO,
CEO 등)을 대상으로 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전체에
걸쳐 경영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 리더들의
비전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하지만 그동안 인력양성 사업은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에만 머물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제품·서비스 혁신, 신비즈니스 창출 등과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변화를
이끌어내고, 디지털 전환 효과를 체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인력·자금 확보 등이 부족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산업 디지털 전환 수준(500개 기업 설문조사, 산업부·KPC, '21.2월) : 업종 평균 도
입 단계, 선도 30% 정착 단계

- 이에, 수도권,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권), 호남권(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업 리더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경영전략, ▲리더십 및 조직문화 개선 방향, ▲디지털 전환
트렌드 등 사례 중심형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업종별 도메인 전문 지식을 토대로 산업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장 전
문가 1,880명 양성(‘21년 비학위 과정 1,680명, 학위과정 200명)

- 또한,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야드 등 디지털 기술과 연관·융합되는 첨단 업종·분야에
대한 석·박사 전문 인력 900명 양성(‘21년 학위과정 900여명)도 병행하는 등 다각도로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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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화, 정보화 과정속에서 특히, 기업 리더들
의 과감한 투자 결단과 노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왔다”고 언급하며
“우리 삶과,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기
업 리더, 산업 현장 전문가 들의 협업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나간다면 글
로벌 디지털 경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참고

변화추진자 교육프로그램 세부 일정(예정)

차수
1

교육내용(안)
발대식/
DX 포럼

2
DX
경영전략
3

[세션1] 발대식/오리엔테이션
[세션2] 산업 디지털 전환 혁신 포럼
- 기업 디지털 전환 트렌드 및 산업 현장 적용 방안
- 코렌스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세션1] DX- WHAT & WHY 1 : DX와 비즈니스의 변화 흐름 이해
- DX 개념 및 향후 DX가 가져올 변화
[세션2] DX- WHAT & WHY 2 : DX 패러다임 전환과 성과 창출
- DX를 활용한 조직의 성과 창출 방안
[세션1] DX 비즈니스 전략
- 기업의 DX 접근 방법 및 실행 전략
[세션2] DX를 통한 기업의 리바이탈라이징
- 사례를 통해 알아본 DX 추진의 필요성

4

DX
리더십

5

DX
TREND
&

[세션1] DX- WHO & HOW 1 : 리더십과 조직문화
- DX 시대의 리더십이란?
- DX 추진을 위한 조직문화 개편 전략
[세션2] DX- WHO & HOW 2 : DX 거버넌스
- DX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 DX 거버넌스의 구축. 경영진과 DX 추진 조직(PMO)의 역할
[세션1] DX TREND & APPLICATION : AI‧빅데이터(안)
- 산업 현장에서의 AI‧빅데이터와 우리 회사 적용 방안
[세션2] DX CASE STUDY : AI‧빅데이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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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교육내용(안)
- AI‧빅데이터의 산업 적용 사례 (추진기업사례)
[세션1] DX TREND & APPLICATION : IoT‧5G(안)
- 산업 현장에서의 IoT‧모바일과 우리 회사 적용 방안

6

7

8

[세션2] DX CASE STUDY : IoT‧5G(안)
- IoT‧모바일의 산업 적용 사례 (추진기업사례)
CASE
STUDY

[세션1] DX TREND & APPLICATION : 클라우드‧모바일(안)
- 산업 현장에서의 클라우드‧5G와 우리 회사 적용 방안
[세션2] DX CASE STUDY : 클라우드‧모바일(안)
- 클라우드‧5G의 산업 적용 사례 (추진기업사례)
[세션1] DX TREND & APPLICATION : 가상‧증강현실(VR/AR)
- 산업 현장에서의 가상‧증강현실(VR/AR)과 우리 회사 적용 방안
[세션2] DX CASE STUDY : 가상‧증강현실(VR/AR)
- 가상‧증강현실(VR/AR)의 산업 적용 사례 (추진기업사례)

[세션1] WORKSHOP 1 : DX 토크
DX WORK - 산업 DX 관련 (유명)도서 저자 등 특강
9
SHOP
[세션2] WORKSHOP 2 : DX 프레임워크
- 우리 회사의 새로운 DX 비즈니스 모델 구상 실습
10

Wrap-up/ [세션1] DX 성과발표회 (참여기업)
수료식
[세션2] Wrap-up , 수료식

❍ 제주의 대응방안
- 제주소재 디지털 관련 기업 및 관련 학과에 홍보하여 기업인 및 관련 학계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

- 제주형 뉴딜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의 기반 형성 및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로 적극 이용

- 현장 전문가 및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세부 계획을 참고하여 제주 지역 인재 확
보 가능 여부 타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순회시 제주지역 참여 일정을 확보하고 지역에 홍보하여 프로
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모색하여 성공적으로 평가시 상시적 프로그램 정착 유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산업통상자원부(2021/6/29) / 조남운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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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MZ세대가 골프의 주역, 골린이를 위한‘골프 홍보.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 대 성황
- 국내 모든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골프 마케팅’에 빠져, 정치권도 2030 바람 거세다.

❍ 주요 내용
- 지금 국내 모든 골프산업 전 분야에 걸쳐 2030, MZ세대(1980년~2004년)에 대한 마케팅이
한창임. 심지어는 최근 청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해지고 있음

- 이미 골프계는 골프웨어를 비롯해 골프용품, F&B 분야까지 2030에 맞춰진 마케팅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그런가 하면 MZ세대를 겨냥한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시작됐고 고급 승용차 브랜드 고객의 50%가 젊은 층으로 바뀌고 있음. 이외에도
TV프로그램까지도 젊은 2030 골퍼를 겨냥한 골프+오락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선보일
만큼 지금 골프는 MZ세대에 푹 빠져 있음

- 코로나19로 해외 문이 막히자 2030세대들은 스포츠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골프
쪽으로 눈을 돌렸음. 최근 3년간 2030 골프인구가 약 65%가 늘어날 만큼 성장속도가
놀람. 이로 인해 국내 골프인구의 40%를 육박하면서, 골프시장은 물론 전 산업분야에
걸쳐 큰손으로 성장했음. 특히 2, 3년 사이에 늘어난 골퍼는 대부분 골린이(골프+어린
이)들이어서 신규고객 확보에도 매우 유리함

- 최근 발표한 ‘KB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30대 이하 여성 골프웨어 매출이 21.4%
상승해 기존 의류매출 8.6%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2030 골퍼들은 기능성보다
는 패션과 컬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일반 골프웨어 매장을 비롯해 최근엔 개성이
강한 편집숍과 렌트숍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 MZ세대들은 콜라
보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임. 한 예로 밀가루 상표 ‘곰표’와 콜라보 한
‘곰표 밀맥주’ 같이 향후엔 편집숍과 렌트숍이 더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골프볼도 일반적인 흰색 볼이나 단색의 컬러 볼 보다는 다양한 패턴이 들어간 캘러웨
이의 ‘콜라볼(CollaBall) 프로젝트’ 볼이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런가 하면 던롭 스릭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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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오렌지, 화이트+옐로우 같이 반반 섞인 컬러와 콜라보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에는 2030을 위한 골프관련 특화 카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음. 우리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골프관련 카드를 출시함. 우리카드의 경우 골프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면 5% 포인트가 적립되고 국내지정 골프연습장에서 타석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프리미엄 골프 서비스 카드임

- KB국민카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현대카드는 '골프
스페이스'를 열고 프리미엄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함. 레슨비를
내면 프로 골프선수로부터 골프 레슨과 피팅 관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음. 신한카드는
골프 특화 카드 출시를 통해 매년 3가지 기프트 옵션(국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만원 할인(연 3회)·골프존 모바일 골프문화상품권(17만원, 연 1회)·
부쉬넬 골프 거리측정기 바우처(20만원, 연 1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공중파와 종편도 2030을 위한 골프 관련 프로그램 론칭을 이어가고 있음. MBC가 ‘쓰리박’을
통해 박찬호의 프로테스트 도전기를 제작해 관심을 끌자 TV조선에서 ‘골프왕’을 제작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음. 또 SBS도 이승기·이승엽·이경규를 중심으로 한 골프 예능을
준비 중이며 tvN도 ‘스타골프빅리그’를 론칭함. 정준호를 중심으로 손지창, 이재룡,
김성수, 오지호, 이정진, 박광현, 강성진, 임창정, 김준호, 홍인규, 변기수 등 총 12인이 참여 함

- 이외에도 2030세대의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자외선 노출 방지 코스메틱 제품이 줄을 잇고
있음. 동촌 골프장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들도 2030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 중이며
(주)hy는 미LPGA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프레딧 그린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모든 홍보, 마케팅이 골프와 2030의 MZ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세대를 얼마만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느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음

❍ 제주 대응방향
-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데대를 합쳐 일컫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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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 약 1700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함

- 유통업계에서는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해 예상치 못한 브랜드
간 이색 골라보레이센(collaboration, 협업, 합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MZ세대가
신선함과 재미를 소비요소로 꼽기 때문임

-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
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님. MZ세대는 SNS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주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특징을 보임

-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함

- MZ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항하며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문화와 명품 소비가 활발한 것 또한 특징임

- 따라서 도내 골프장업계에서도 현재의 코로나 특수에 도취하지 말고 새로운 골프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마케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에서도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골프산업
진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레저신문(2021/6/15)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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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경제사회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06.25.

 피포지(P4G)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중앙환경에너지

0620.

KOTRA

06.24.

문화체육관광부

06.24.

 中, 식품시장 트렌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24일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 사업(신규 24개, 사업추가 4개)을 희망한 바 있음
*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
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

-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과 병행하여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
*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음
<4개 특구사업 주요내용>
① (강원 정밀의료 산업)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4개 질환*의 예
측·진단을 위한 정밀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
* 만성간질환, 전립선암, 뇌손상, 안면골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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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북 그린수소 산업)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로 생성한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
③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정유공장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를 배기가스
내 CO2와 반응시켜 자원화하여 건설소재(시멘트 등)로 고부가가치화
④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도심내 공영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공동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3륜 전기자전거 활용)로 생활물류 혁신 실증

-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강원 디지털헬
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
*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

-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됨
*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1,225명), 투자유치(9,002억원), 특구 내 공장설립(15개사)과
기업유치(22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사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주지역에서도 기업체 등과의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정기적으로 규제특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선발, 그리고 대중앙 절충 등
노력이 요구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소벤처기업부(2021/6/25) / 한승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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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포지(P4G)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 수열, 수상태양광, 상·하수도· 댐관리 등 ‘스마트 물관리’ 추진

❍ 주요 내용
- 환경부는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는 지난 5월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물 기본세션에서 * 참석자들의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Call for Action)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인 것임

-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있음
*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춘천)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임
*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 개 사업(147.4
메가와트)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함

- 또한,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임
* 댐관리는 2025년까지 전국 37개 댐에 ❶실시간 감시 시스템, ❷무인기(드론) 기반 안전점검체계,
❸디지털 트윈 체계의 댐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함
* 상·하수도 분야는 2023년까지 43개 광역정수장 및 161개 전 지자체 및 광역 상수도 관망시설
스마트화, 하수도는 2024년까지 하수관로 10개소 및 처리장 15개소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함
*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 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함

-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 촉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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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 방향
- 수열의 경우 제주지역에도 많이 분포 되어 있는 재생자원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파악자 : 중앙환경에너지(2021/6/30) / 김현철 연구위원

 中,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
- 건강, 간편, 프리미엄화가 키워드 -

❍ 주요 내용
- 코로나 19에도 중국 식품 소비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중국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1분기에도 중국 식품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 중국 도시주민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약 8,000위안에 육박

- 중국내 식품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는 건강, 간편, 프리미엄

- 중국 새로운 탄산음료 시장
*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기존 탄산음료는 건강에 해로운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저당‘, ’저칼로리‘
탄산음료들이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음
* '중국 최대 B2C 플랫폼 티몰의 2020년 전체 음료 매출은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생수 등 일반 음료는 50% 이상, 탄산수 등 새로운 탄산음료는 150% 이상 증가함
* 티몰 검색창으로 ‘탄산 기포’를 검색한 건수가 7배 이상 폭증했으며 프리미엄 제품인 프랑스
천연 탄산수 브랜드인 페리에(Perrier)의 티몰 플랫폼상 매출은 전년대비 300% 이상 급증함
* 이에 중국 로컬기업의 탄산음료 브랜드도 2020년 티몰 음료 매출 TOP 10에 포함됨

- 건강한 간편식의 주식화
* 중국 소비자들의 ‘저당’, ‘저칼로리’ 사랑은 ‘음료’에 국한되지 않고 스낵시장에까지 ‘건강’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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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로 자리잡음
* 이에 간식으로 먹던 스낵에 ‘건강’ 요소가 첨가되면서 주식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간편한
식사대용 식품’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음
* 티몰 플랫폼상 ‘칼로리 관리’, ‘지방빼는 제품’, ‘식사대용’ 등 단어의 검색량이 전년대비 150%
급증하였음
* 특히 코로나 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간식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최대 국유 식품사 COFCO(中糧) 산하 연구원에 따르면 간식을 아침 식사대용이라고 답한
비중은 20%에 달하였으며, 저녁/점심 식사시간대 또는 그 전후 식사대용으로 다이어트 간식을
먹는 답변자 비중은 1/3을 초과했음

- 홈쿡 증가로 인한 조미료 시장 확대
*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요리하는, 이른바 홈쿡이 늘면서 각종 조미료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며,
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미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 조미료 수입 또한 2020년 기준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 8,000만 달러에 달함
* 한국은 중국 혼합 조미료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시장점유율은 24.5%에 달하며,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48.3% 증가하였음

❍ 제주 대응방향
- 중국 시장은 규모의 성장, 맛과 안전에 있어 질적 향상과 함께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로컬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수입식품이 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아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수입식품 인기가
높은 편임
* 특히 ‘건강’ 컨셉 키워드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친환경’, ‘웰빙’
등 제품 특성 부각이 필요함

- 한국 제품의 경우 맛과 안전성 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의 발빠른 대응과 적극적 홍보마케팅이 필요함
- 특히 제주의 경우 안전, 친환경 등의 마케팅은 가능하나 맛, 디자인, 온라인 판매 채널
확보 등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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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품의 특성과 타깃 소비
자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글로벌
제품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1/06/24) / 정지형 책임연구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 창·제작 외연 확대, 기반 강회, 시장 확대 등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도출

❍ 주요 내용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21.～’25.)’을 발표함
* 이번 계획은 2019년 제정,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으로서,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와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립됨

- 애니메이션산업 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추진과제 도출
*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
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임
* 특히,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영유아 시장을 넘어 기획력과 작품성을 고루 인정받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음
<표 1>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수상작
번호

작품명

년도

수상

1

무녀도

2020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2

기기괴괴 성형수

2020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경쟁 부문 초청

2021

보스턴사이언스픽션 영화제 최고 애니메이션상

3

클라이밍

2021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초청

*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기반, 영유아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전문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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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수요층 다변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체부는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3개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

- 애니메이션 창·제작의 다양성 확보 및 외연 확대
* 애니메이션 창·제작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집중 상담(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작 예고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업계
역량을 강화함. 또한 원천 자료 제공을 위한 애니메이션 디지털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도 구축함
* 체계적인 제작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리즈물의 제작단계별 지원을 세분화하
고, 단편, 중편, 장편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함
* 게임 및 웹툰 등 기존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
P)을 활용한 파생상품(의류, 완구, 관광상품 등)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

-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
* 특화된 금융 지원, 법‧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미래 핵심 전문 인력 육성 등으로 애니메이
션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
* 애니메이션 전문자금(펀드)을 지속적으로 결성해 2025년까지 500억 원을 출자하고, 모험 투자자
금(펀드)을 통해서도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금융 지원을 확대함
* 애니메이션 가치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금융권의 투·융자 활성화를 유도함. 관련
법령을 개정해 종전에는 방송용 등에 국한되었던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도
확대함. 아울러, 공정한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동제작 분야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임
*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함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 한국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임
*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
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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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 지원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임
*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할 계획임

❍ 제주 대응방향
-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성장을 위한 지역 토대 구축 필요
*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영국영화연구소는 영국이 2016년 기준 약6,620만 파운드(약 960
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애니메이션 산업은 신산업임
* 이번에 발표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토대가
구축되어야 함

- 지식집약 및 노동집약적 미래 일자리
* 초기 개발 투입비용이 많은 대신, 캐릭터·배경 반복 사용, 개발된 상품의 추가 활용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 산업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매체환경의 변화 및 소
비계층의 변화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창의성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적 산업(3D, 특수효과, 실감형) 이자 노동집약적 산업
으로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캐릭터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에서 이
산업에 대한 확대 모색이 필요함

- 제작, 투자, 유통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주로 영유아 선호 주제 및 소재(로봇, 공룡 등) 위주의 기획이므로 대상 연령층 확대 등 수용자
다양화 필요, 특히 제주는 제주문화 및 관광과 연계지어 활용할 수 있음
*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 등으로 적극적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기반 수익 발생 사례 창출로 투자 유입 활성화가 시급함
* 신기술 적용 및 국제 유통망 진입 등을 위한 지원 및 투자 유도도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1/06/10) / 현혜경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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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획협력부
국제 정책동향 및 이슈
 中 향촌진흥채권 9조 발행, 농촌현대화 발전 적극 촉진
 中 시안에 임공경제구 구축, 4세대 ‘공항’ 모델

출처 및 일자
21经济网 /
CSF
21经济网 /

제시

CSF

06.22.
06.19.

 일본,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 발표

KIEP

06.28.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

KIEP

06.17.

 中 향촌진흥채권 9조 발행, 농촌현대화 발전 적극 촉진
❍ 주요 내용
- 2021년 초 중국 중앙정부 제1호 문건은 '농촌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으로 발표
* 올해 중국 중앙정부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많은 방법을 동원해 향촌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권시장에서는 향촌진흥채권(乡村振兴债券)이 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6월 14일까지 각 주체가 발행한 향촌진흥채권은 64개,
규모는 512억 위안(약 9조 원)에 달하며,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향촌진흥 특별채권은 6종으로
규모는 87억 위안(약 1조 5,000억 원)에 달함
* 베이징(北京) 지역의 한 특별채권 자문회사 고위층은 “향촌진흥이 요구한 현대농업 발전과 신규
기초인프라 시설의 투입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장 주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 금융자원이 농촌으로 쏠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채권발행 주체 측면에서 보면, 발행인에는 △중앙기업 △지방 국유기업 △민영 기업
등의 각 주체가 포함되며, 지방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이 대다수임
* Wind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48개 향촌진흥 국채를 발행한 주체 중에서 △지방 국유기업 41개
△중앙기업 12개로, 국유기업 발행 주체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집 자금의 용도 측면에서 보면, 이미 발행한 향촌진흥채권은 주로 △식량 보관의 보장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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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에너지 시설 △농촌 공공도로 건설 프로젝트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모집
자금은 보유 중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함.
* 한 은행기관 관계자는 “△고표준 농경지 △농업 단지 △농산품 창고 쿨체인 물류 등을 한데
묶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합수익을 모색할 수 있는 농촌진흥 전문채권의 발행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라며 “수입에서는, △신규 증가한 농경지 지표의 토지 양도 수입 △현대
농업단지의 산업 경영 수입 △농산품 창고의 쿨체인 물류 서비스 수입 등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건의함

m 제주의 대응방향

- 농촌진흥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며, 앞으로 농촌진흥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채권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임
* 지방정부의 일반채권은 △농업·농촌의 육교·교량 네트워크(路桥网络) △기초 수리(水利) 등의
순(纯)공익성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며, 특별채권은 프로젝트 수익과 지속적인 자금 회수
능력이 있는 △농산품 산업단지 △고표준 농경지 등 공익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임
* 제주와 중국 간의 협력교류는 향후 농촌진흥과 현대화발전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21经济网/CSF(2021/06/22) / 연구기획협력부
 中 시안에 임공경제구 구축, 4세대 ‘공항’ 모델 제시

❍ 주요 내용

- 중국 21경제왕(21经济网)에 따르면, 중국 서부지역의 공항 건설은 새로운 주기를 맞이
하고 있음
* 6월 10일, 쿤밍(昆明) 제2공항 연구 입찰 공고에 따르면, 쿤밍 제2공항과 창수이공항(长水机场)의
운영 모델을 연구할 것이며, 현 공항(계획)을 쿤밍 제2공항으로 삼는 계획 방안 등의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함
* 이는 쿤밍의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임
* 청두(成都)의 제2공항인 톈푸국제공항(天府国际机场)은 6월 27일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청두도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에 이어 중국에서 3번째로 2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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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로 등극함
* 이 외에도 청두시 진탕(金堂)현의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이하 '14.5')’에는 국제화물
운송 허브공항을 건설할 예정임.
* 충칭(重庆)도 제2공항 건설의 초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비산(璧山)구 정싱(正兴)진에 부지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기상 △공역(空域) 등을 포함한 연구 작업도 시작되었음
* 중국 국가민항국(国家民航局)은 올해 4월, 선정부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시행함.
* △쿤밍 △충칭의 제2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전후로 서부지역에는 최소 3개
도시에서 제2공항을 보유할 예정임

- 서부지역은 공항 건설에 많은 의욕을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여객 물동량 요인
외에도(예, △청두(成都) △충칭(重庆) △쿤밍(昆明) △시안(西安)의 여객 물동량은 전부
전국 10위권 안), 공항 자체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도시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와도
관련되어 있음
* 신규 건설된 공항은 대부분은 도시 중심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도시에 갖춰진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며,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토에서 공항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지, 도시의 경제·지리적 공간을 재창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1991년 완공해 개통된 시안 센양(咸阳)국제공항은 현재 중국 국내 물동량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고, 북방에서 2번째로 큰 공항임
* 시안센양국제공항은 시안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센양신구(西咸新区)는 시안시(西安市)
에서 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공항신성(空港新城, Airport new city)은 2018년 12번째 국가급
임공경제시범구로 승인을 획득
* 시안센양공항도 현재 확장을 위한 개축 공사가 한창이며, 2030년을 목표로 해 여객 이용자
연인원 8,300만, 화물 물동량 100만 톤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함

- 시안센양신구 공항신성개발개혁국(西咸新区空港新城发展改革局) 국장 당리밍(党李明)에
따르면, 시안 △임공 대산업 △공항허브 보장업 △임공 선진제조업 △임공 고급 서비스업
등 업종은 모두 상당한 발전을 이뤘음
* 현재, 공항신성에 자리를 잡은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는 총 15,000개를 초과
했고, 최근 3년 평균 50.9% 증가했으며, 임공경제 규모는 120억 위안(약 2조 원)에 달함
* 향후 시안 정부는 △프로젝트 유치 강화 △허브 건설 △개방·혁신 추진 △ 도시기능형 부대시설
정비 등을 통해 시범구를 중국 선도적인 임공경제권역으로 건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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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샨시성은 2020년 11월 20일에 우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음
* 제주 및 산시성의 교류협력은 기존의 연해지역과 섬지역의 교류에서 벗어나 중국 내륙지역에
위치한 도시와의 교류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양 지역 간의 문화·경제 등 분야의 협력교류는 교통의 발전에 따라 더욱 긴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시안의 임공경제구의 건설은 제주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21经济网/CSF(2021/06/19) / 연구기획협력부



일본,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금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제1장),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
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제2장),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제3장)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대책]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제공체제의 광역적
대응 미숙’을 인정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병상을 융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5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중 4개사가 임상시험 중이나
연내 공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에 대해,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

- [신성장동력] 4개 신성장동력으로 ① 그린성장 ② 디지털화 ③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④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을 제시함
* [그린성장] 그린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이노베이션 촉진, 탈탄소화에 중점을 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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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원정책,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도입을 강조함
* [디지털화] 향후 5년간에 걸쳐 정부와 민간부문에 디지털기반을 확립하고,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확대, 각종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통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조함
* [지방창생: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소득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조기에 전국평균 시급 1,000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저출산 극복: 아동복지 증진] 최근 중고생 자살 증가, 아동학대, 집단괴롭힘 문제에 주목하면서,
아동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 출산·육아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재정건전화] 지난 2018년 6월 당시 아베 내각이 설정한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제시함.
* 일본정부조차도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노정함

m 제주의 대응방향
- 일본정부가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그린성장과
디지털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참고할 만함
* 특히 그린성장전략은 한국 정부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수소, 차세대 재생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ICT 등과 겹치고 있어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KIEP(2021/06/28) / 연구기획협력부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
❍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21년 4월 말부터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동남아는 신속한 국경폐쇄, 덥고 습한 기후, 정부의 엄격한 방역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나, 2021년 4월 말 이후 인도 및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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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확산에 직면
* 베트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 부족(6월 12일 기준 접종률은 1.44%로 ASEAN 회원국 중 최하위)으로 확산을 억제
하는 데 한계

- 코로나19가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생산과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강력한 방역과 통제, 공동체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왔으나, 지난 5월 한 달간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4월 이전 총 누적 감염자 수(2,928명)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4,504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
* 지역사회 감염이 산업단지 감염으로, 그리고 산업단지 감염이 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
* 북부 공업단지(박닌, 박장)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지난 5월
수출은 전월대비 감소했고(-2.1%), 방역·봉쇄 조치로 회복세를 보이던 상품·서비스 소매판매도
5월에 전월대비 감소(–3.1%)

m 제주의 대응방향

-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장애, FDI 유입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미·중
갈등 상황하에서 공급망 재편 후보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베트남 당국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산업
단지 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핵심 방역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백신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
* 집단면역 달성 후 경제를 정상화한 선진국이 서둘러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증가한 가계부채와 부실채권은 베트남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제주의 베트남에 진출기업은 베트남의 4차 확산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KIEF(2021/06/17) / 연구기획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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