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Vol.161(’21.10.01~10.15)

JRI 정책동향 브리프
(2021-Vol. 161)
❍ JRI 정책동향 브리프는 제주연구원이 도외(국외, 정부, 타 시도 등)의 주요 정책 동향,
도내 현안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

❍ 매월 2회(첫째 주, 셋째 주), PDF 형태로 관련 기관 송부 및 정보 공유

1. 청정도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인도 미래연료로서의 수소에너지

KOTRA

10.14.

 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10.07.

국토교통부

10.19.

전라남도

10.11.

국립생태원

10.15.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수송 부문 관련
내용 검토
 재난안전 유공 ‘다산안전대상’을 통한 안전 중시 문화 확산
 생태관광지역 생태계 교란생물 인식증진

 인도 미래연료로서의 수소에너지
-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인도의 에너지 정책 변화
- 기술의 발전과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무공해, 무한정 에너지로 수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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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
* 세계는 점차 고갈되는 화석연료와 악화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한 청정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음
* 양광 발전 및 풍력/수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시장은 이미 소수의 선도기업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보다 효율이 높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음. 그중
하나는 요즘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임

- 양립하기 힘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해결책, 수소
* 인도는 현재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자동차(EV)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더 강력한 에너지 전환 조치를 취하도록 가정, 기업, 사회에 여러 규제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체 에너지 활용의 부족과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인도의 화석연료 소비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무공해, 무한정 공급이 가능한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
* 수소에너지 기술은 수소를 저장용기에 저장해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임.
수소를 이용해 전력 저장을 하는 경우 단위 부피당(m³) 압축공기보다는 100여 배, 양수보다는
380배 많은 전력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음
* 또한 전기를 발생시켜도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거의 무한정
사용이 가능함 물론 안정상 폭발의 위험과 수소 불꽃은 색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

- 대형 차량 운송분야에서 뛰어난 효율을 자랑하는 수소에너지
* 운송분야에서 대부분의 승용차는 향후 전기자동차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럭과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는 에너지 대비 배터리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대형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소 연료전지의 활용이 더 크게 기대되는 분야임
* 인도에서 현재 수소의 수요는 주로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에 집중돼 있음. 미래의 수요는
운송뿐만 아니라, 산업 및 전력 전반에 걸친 더 많은 사용이 이루어질 것임 2050년까지 인도의
수소 수요가 3~10배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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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인도 현황
* 2021년 8월 15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독립 75주년 기념식에서 NHM(National Hydrogen Mission)의 출범
* National Hydrogen Mission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인도의 기술, 정책 및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수소 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021~22년 정부 예산에서 2억5000만 루피를 할당했으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의 4분의 3을 생산할 계획임
* 수소 에너지의 활용은 인도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정부 및 기업들은 다양한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발전 및 운송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인도의 R&D 프로젝트는 물 분해 반응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반응을 가속화할 새로운 재료,
촉매 및 전극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제주 대응방향
-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서 기술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려면 수소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크게 늘려야 함
-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발전된 기술력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인도는 R&D 및 기술 개발에 공적자금을 집중해 수소에너지 사용의 비용을 낮추고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 제도 또는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와 같은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임
- 많은 정부 기관이 인도에 수소 에너지 관련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곧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분야에 관련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이 인도 기업과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1/10/14)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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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됨

-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

-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대상),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
<표>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별 추진사례
지자체
전북 전주시(대상)

우수사례 요약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 협의체, 공공건축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 등 추진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체재원을 투입한 시흥형 아동주
거비, 신혼부부 사회주택 및 전세이자지원 등 추진

서울 마포구

자체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대상 임시거소
운영, 이주지원 등을 포함하는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

경기 고양시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
델링, 햇살하우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팀 및 천안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희망의 집짓기 사업
(해비타트 협력),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무이자대출 등 추진

광주 남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기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정책
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에 직접 참여하는 노후주택 보수 등 추진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등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세종시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차이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공동관리비 지원, 주민참여형 구도심 주거지 정비 등 추진

전북 진안군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유입을 위해 진안청년
주거비용(월 15만원, 자체재원) 지원, 셰어하우스 등 공급

울산 울주군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
부부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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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대응방향
- 제주지역에서도 주거지원센터가 제주개발공사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고, 임시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금번 국토교통부의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1/10/7) /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수송 부문 관련 내용 검토
❍ 주요 내용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18(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정책 방향, 전환 내용, 전환 속도를 제시함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2개 안을 정부에 제안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제시됨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달성이 쉽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임
- 수송(교통)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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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
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함

❍ 제주 대응방향
- 현재 수립 중인 지방대중교통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 수립시
비중있게 다를 필요가 있음

- 주목할 만 한 점으로 E-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과 같은 대체연료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무공해차 전환과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1/10/19) / 손상훈 연구위원

 재난안전 유공 ‘다산안전대상’을 통한 안전 중시 문화 확산
❍ 주요 내용
- 전라남도는 체계적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에 힘쓴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4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힘
* 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사람 중심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이 안심하고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주는 포상 제도임

- 다산안전대상은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음.
개인, 시군, 기관·단체·기업 등 3개 부문 9명을 선발하여 포상함
*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 또는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활동하고
있어야 함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서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함

- 전라남도는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이 일상화하는 미래를
대비할 시점”이라며 “도민 생활 속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숨은 공로자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도록 후보자 발굴과 추천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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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대응방향
-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개인의 안전불감증,
부주의 등에 의한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우리 도의 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는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는 범죄, 생활안전 등을 들 수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 의식 향상이 매우 중요함 도민사회의 안전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개인·기업 대상의 안전대상 제도 운영 검토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전라남도(2021/10/11) / 박창열 책임연구원

 생태관광지역 생태계 교란생물 인식증진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밀양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교육 실시
-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찾아가는 생태계 보호사업 지속추진

❍ 주요 내용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인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지역 주민과 생태관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인식증진’ 교육을
최근 운영했음
* 이번 교육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
관광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개선 효과 및 보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음
* 생태관광지역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함
*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 등 전국 29곳이 선정됐음

- ’생태계 교란생물 인식증진‘ 교육은 ▲생태계 교란생물 개요, ▲생태계 교란생물의 위해성 및
제거 방법, ▲우리동네 외래생물 찾아보기로 구성하여,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의
전문가 특강과 함께 생태관광지역인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지역에 출현한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등의 제거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관찰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생태관광지역의 건강한 생태환경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 인식증진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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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역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회적협동조합설립·지원과 생태관광상품 고도화 컨설팅, 지역민 대상 리더 교육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현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동백동산습지, 제주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마을의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찰 등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현황(29개소) >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생태관광지역명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수도권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철새도래지
양구 DMZ
인제 생태마을(용늪)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괴산 산막이 옛길과 괴산호
서산 천수만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광주 평촌마을
순천 순천만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울진 왕피천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울산 태화강
부산 낙동강하구
남해 앵강만
창원 주남저수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제주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마을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인천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과 친촌리마을

지정
년월
‘18.01.
‘13.12.
‘13.12.
‘14.12.
‘13.12.
‘13.12.
‘14.12.
‘13.12.
‘21.05.
‘18.01.
‘14.12.
‘15.12.
‘13.12.
‘15.12.
‘15.12.
‘13.12.
‘18.01.
‘13.12.
‘18.01.
‘18.01.
‘13.12.
‘13.12.
‘13.12.
‘21.05.
‘13.12.
‘18.01.
‘14.12.
‘14.12.
‘21.05.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립생태원(2021/10/15) / 신우석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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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산업·관광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2022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0.14.

강원도민일보

10.18.

농림축산식품부

10.07.

산업통상자원부

10.18.

 누리호 발사, 참여와 응원은 비대면으로

과기정통부

10.18.

 초호황 골프장들 세금 올리자 제주도에 “현행유지”엄살

제주의소리

10.14.

 강원도, 매타버스 활용 무역투자 상담회 개최
 농식품부,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

 2022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

- 특히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의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 15개의 지방자치단체
(42개 관광지점)가 공모에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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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
연번

지자체

1

인천광역시

2
3
4
5
6
7
8

진안군
청주시
전주시
예산군
남원시
부안군
제천시

관광지점(총 20개소)
개항장 역사문화공원, 월미문화의거리,
연안부두해양광장, 하나개해수욕장
마이산도립공원남부, 마이산도립공원북부
청주동물원, 명암유원지
전주동물원, 전주남부시장, 덕진공원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자연휴양림장
광한루,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호유람선

-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주요 관광시설,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 아울러 열린관광지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눔여행’을 진행. 관광지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지원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와 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누리집(웹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시설뿐 아니라 제반 환경까지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

❍ 제주 대응 방향
- 제주도는 관광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무장애
관광 및 열린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는 상황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선정과
지원에는 거의 소외되는 상황. 최근 제주도가 졸에 의한 관광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적인 정책 개발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지원을 받는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1/10/14) /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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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매타버스 활용 무역투자 상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제9회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14일 원주 오크밸리 골프빌리지에서 개막, 17일까지 개최됨

- 동북아 대표 경제 한류축제로 펼쳐지는 제9회 GTI 박람회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가상전시관을 접목한 전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축구장 220개 면적에 달하는 3D가상
전시관으로 꾸려져 총 8개관 338개 기업,1059개 제품이 전시되었음

- 수출상담은 기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과 차별화해 국내 첫 인공지능(AI) 통번역 시스
템을 도입, 국외 바이어 300여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도내기업과 1대 1 비대면 수출 상
담을 추진되었음

- 최기철 강원도 중국통상과장은 “소통형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AI통번역
시스템을 결합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도내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대박 온라인 박람회
로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
<그림 2> 가상전시관 화면

❍ 제주 대응방향
- 최근 제주지역 역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1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가
개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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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바이어는 국내 상품 수입 이력, 참여업체와의 적합성을 검토해 선정 되었으며, 중국·일본의
기존 바이어 외에 러시아·뉴질랜드·호주·영국·터키 등 15개 국가·78개사가 신규로 참여함

- 향후 제주지역 역시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더 나아가 매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가상전시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탐색 및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 메타버스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강원도민일보(2021/10/18) / 이중화 책임연구원

 농식품부,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경기도농업기술원, 10.8(금) 업무협약 체결
*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됨
*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음
* 과수화상병 발생(경기): (’15∼’19) 110농가(84.3ha) → (’20) 170(85.6) → (’21 현재) 147(76.1)
* 붉은불개미 발견(경기/인천):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

-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의
*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
*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
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도권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제주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내 위해 해충 유입,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난 7월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발견되어 언론에 알려짐(연합뉴스, 2021.7.7., 제주서 감귤 등에
막대한 피해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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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는 열매 안에 알을 낳으면 유충이 부화해서 열매를 썩게
만들고 1~2주 내에 낙과 피해가 발생함
* 전세계적으로 방제의 표적이 되는 주요 분류균 중 하나이며, 이들의 피해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막대하기에 과실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특정 과실파리류가 발생하는 수출국들로부터 수
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완전방역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2021/10/7) / 안경아 책임연구원

 산업부,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및 산업부문에서 큰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산업부문별 전전화(全電化, 화석연료→전기로 대체)
확대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있어 큰 도전에 직면

- 산업부와 한전은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34년까지 29.3조원을 투자하여 전
력망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

- 한전은 42개 권역별 전력계통 여유현황을 공개하는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하여 기업들이 투자계획 단계에서 계통상황을 미리 감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이와 함께,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가 향후 법제화되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개요>
1. 추진배경 : 전력공급 여유정보 제공으로 최적 입지 신호 제공 및 전력사용예정 사업자의 자발적
수요 분산 유도
2. 추진계획
- (1단계) 345kV 변전소 기준 42개 권역별 여유정보 공개 (’21.下)
∙ 공개내용 : 345kV 변전소 기준 공급가능 용량, 공급여유 지도
∙ 공개위치 : 한전,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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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계통계획 반영, 변전소 연도별 여유정보 공개 (’22.上)
∙ ‘발전 + 전력공급’ 여유정보 통합으로 합리적인 입지선정 유도
3. 여유정보 공개방안

❶ 한전 홈페이지 활용

❷ 여유정보 공개

❸ 지리정보 연계

사이버지점에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변전소별 여유용량,
변전소별 차단기 여유 공개

지역별 여유 현황의
직관적 방식 제공

4. 향후일정
- ’21. 10 : 여유정보 공개방안 확정 및 시범적용을 통한 검증
- ’21. 12 :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 필수 Data* 실시간 반영, 정기 일제점검(분기 1회)

* 신규부하, 신설 345kV 변전소, GIS 여유 Bay 등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요>
1. 추진배경
- (목적) 전기사용 사업자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전력계통 문제점 최소화 및 수요
분산 유도
- (법적근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7장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현재 입법 진행중)
2. 주요내용 :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계통에 미치는 파급효과 평가
- (대상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별도로 지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과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예정
- (평가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 업종·기업별 형평성, 시행 효과, 대상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예정
- (평가항목) 과부하·전압 등 기술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 비
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추진절차

계통영향사업자*
사업 계획 수립
(수요고객)

실시대상 지역
지정·고시
전력계통영향
평가서 제출

*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계통영향
평가서 검토

전력계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개선필요사항 등 통보 사업자 이행 의무 부여

전기사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시행으로

** 평가결과 부적합할 경우

전력계통영향
평가 대행
(제3의 전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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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대응방안
- 최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해, 제주지역의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름

-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의 정부 계획을 모니터링하여, CFI
2030과 제주형뉴딜(그린뉴딜) 추진에 반영

-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산업통상자원부(2021/10/18) / 강영준 책임연구원

 누리호 발사, 참여와 응원은 비대면으로
- 발사 안전통제와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현지 방문 자제
- 과기정통부 -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주요 내용
- 과기정통부와 전남 고흥구청은 오는 21일(목)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현지 방문 자제를 요청함
* 발사 안전통제 문제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

- 발사일 발사시각 전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인원·장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으로
인근 3km 반경 접근이 전면통제
- 해상은 비행방향으로 폭 24km, 길이 78km 통제

- 기존 일반 국민이 참여 가능했던 우주발사 전망대는 발사일 오후 2시 이후 폐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 조치
* 발사 현장 생방송 주요 방송사 및 온라인 채널로 진행
* 응원 메시지는 유튜브, 네이버 TV에 댓글을 통해 실시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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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안전통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임무
Ÿ

육상통제

Ÿ
해상통제

비행방향 폭 24 km × 길이 78 km 해상 통제
-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 항행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 해상통제 구역 내 유인도 주민 안전 이동 등

Ÿ

비행방향 폭 44 km × 길이 95 km 공역 통제
-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 항공고시보 통보 등 항공기 안전 항로 안내

Ÿ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
응
- 발사 전·후 산불 화재 대응 등

공역통제

재난관리

주관/시행

발사대 중심 반경 3 km 육상 통제
- 발사장 주변 내륙 및 해안 감시
- 발사장 외곽 순찰 및 출입통제
- 합동검문소 설치·운영 등

Ÿ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임무 주관/ 시행

- 통제구역 설정 범위(육상)

*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방향으로 폭 24km, 길이 78k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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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Ÿ
Ÿ
Ÿ
Ÿ
Ÿ
Ÿ

합동참모본부
(육군)
전남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여수시

Ÿ
Ÿ

국토교통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Ÿ
Ÿ
Ÿ

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Ÿ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Ÿ

2021-Vol.161(’21.10.01~10.15)

❍ 제주 대응방향
- 제주는 우주산업과 관련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 위성 교신, 전파 환경, 항공 경로 간섭, 위성 로켓 발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내륙과 달리 전파, 항로 간섭 요인이 최소화되는 환경이기 때문
* 로켓발사지는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며, 현재 대한민국 지정학적 특성상 위성은 남쪽의
공해상으로 발사되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는 천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과거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입지조건에서 제주 남서부 지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었으나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었음
* KAIST의 경우 개교 50주년 과학 로켓 발사 실험을 제주에서 실행할 계획임

- 제주는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위성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의 위성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전문시설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설립계획임

- KAIST와도 과학로켓 개발·시험·교육 등 다양한 민간분야 우주개발산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음
* 현재 전남 고흥군의 나로 발사센터 중심으로 발사체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
* 다만 현재까지는 민간분야 로켓 발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고 있는
우주산업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중국 하이난섬의 원창 위성발사센터, 뉴질랜드 로캣랩 발사기지,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등
제주와 유사한 입지조건의 우주센터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산업 육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기정통부(2021/10/18) / 조남운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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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호황 골프장들 세금 올리자 제주도에 “현행유지”엄살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치도세 조례”개정하자 의견서 전달...도민외면 비판은 나몰라라

❍ 주요 내용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자, 골프업계가 현행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에 의견서를 보내 세금 감면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음

- 골프장업계는 의견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골프 수요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음

-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내방객들도 해외로 빠져나가 경영이 다시 악화될 수 있음.
이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그러나 골프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기 일쑤이고 도민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음

- 특히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각종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요금통제를 받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적도 높았음

-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골프장 내장객은 165만75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3% 늘었음. 이중 관광객은 102만4873명, 도민은 63만2686명임

-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도 239만9511명에 달했음. 이는 1966년 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 칸트리구락부(현 제주CC)가 생겨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임

- 제주도는 앞선 9월29일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 18 -

2021-Vol.161(’21.10.01~10.15)
-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의 세액감면특례에
따라 다른 지역 지방세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1년까지 전국과 동일하게 건축물 재산세 4%를 적용했음.
2002년에는 특례를 적용해 0.3%로 낮췄다. 2005년은 0.25%, 올해는 0.75%를 적용하고 있음

-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0.2~0.4%가 아닌 일괄 0.2%를 적용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개정안은 상한선을 0.4%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음

- 제주도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음. 원안대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됨

❍ 제주 대응방향
- 골프장 이용요금만이 아니라 2022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의 개별소비세 부과로
골프관광객만이 아니라 도내 골퍼들에게는 실제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 향후 우리도가
추구하는 「골프의 파라다이스 제주」의 실현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골프 대중
화로의 길도 험난한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당장 2022년 1월 1일부터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1,12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제주도가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임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주 도민사회와
상생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하여 실천해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제주의소리(2021/10/14)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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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경제사회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19.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에서 ‘수소’ 생산 추진

중앙환경에너지

10.05.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문화체육관광부

10.15.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주요 내용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및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
*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

-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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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

-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

-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

-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
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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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니다.
*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
*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
*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
*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활용

- 이번에 심의 의결된 안건은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

❍ 제주의 대응방향
- 중앙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산업통상자원부(2021/10/19) / 한승철 연구위원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에서 ‘수소’ 생산 추진
- ‘한화건설, 폐수 슬러지에서 연간 2만 2천톤 ‘수소’ 생산

❍ 주요 내용

- 한화건설은 9월 15일,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수 소생산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개발 협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 서명식을 가졌음
* 이번 서명식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병철 현대차증권 대표 이사, 이재균 삼천리자산운용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
에 서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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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은 안산 반월 수소생산플랜트 사업의 시공사이자 업계 선두주자로 반월 패션칼라
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함
* 재무적 투자자로서 현대차증권은 금융 주관 및 사업자문, 삼천리자산운용은 금융지원과 사업
자산 관리를 담당할 예정
* 안산 반월 수소생산플랜트 사업은 안산 반월 염색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가스화를 통해 연간 2만 2천 톤 규모의 수소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스팀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임

-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회수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함
* 국내외에서 화공, 발전 등의 다양한 플랜트 수행 경험이 있는 한화건설은 지난해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 최대 규모 의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에너지 분야의
경험이 풍부함
* 이 발전소는 50MW 규모로 연간 4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해 충남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
* 한화건설은 이번 수소생산플랜트 건설 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풍력사업, 수처리사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친환경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린디벨로퍼’로 발전해 나갈 계획

❍ 제주의 대응방향
- 그린뉴딜의 자원순환관련 참고사항

- 제주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려 해볼 때 상기사업과 규모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유사한 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며 특히 현재 및 향후 점점 부각되고 있는 탄소배출
저감 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앙환경에너지(2021/10/5) / 김현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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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 문체부,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주요 내용
- 2021년 제2차 적극 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
(주택+공연장) 조성’, ▲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 관광지 사업’ 등 3건을 선정함
* 문체부는 전 직원과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함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 첫 번째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한 사례임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올해 초에
대체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3일 드림*’ 서비스를 시작함
· (3일 드림: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제도 개선 이후, 전년(상반기)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
현황이 127% 증가하고, 신규회원 가입도 8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체부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 두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
시설을 조성한 사례임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립극단 부지(서울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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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냄. 이번 사업은 예술인 복지를 높이고 부처 협업의 모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님

-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 관광지’ 사업
* 세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 관광지’ 사업임 ‘열린 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임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문체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관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광지 조성 및 지방비 편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일정을 앞당겨
추진함 이러한 노력으로 ‘열린 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에도 선정됨(5개국 11개 우수사례 선정-한국 무장애 열린 관광지,
바르셀로나 자연공원, 크로아티아 숲길 등)

<표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목록
번호
1
2
3

사례명

부서명

코로나19시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가 심화되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개발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과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주택+공
연장) 시설을 만들다
한국의 열린 관광지 사업, 세계관광기구(UNWTO)‘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우수사례 선정

공연전통예술과
관광정책과

❍ 제주 대응방향
- 코로나19시대 제주지역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점검 필요
* 제주지역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점검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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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적극 행정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필요
* 제주지역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의 실현은 지역사회를 진일보시키는 매우 중요한 자세임
특히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극 행정 모색이 매우 필요함 또한 지역
차원에서 적극 행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1/10/15) / 현혜경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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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획협력부

국제 정책동향 및 이슈
 인도 시골지역 소비 급증
 베트남 3개 부처,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제출
 정책 호재에 힘입은 중국 전정특신 기업 발전 가속화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 발표

출처 및 일자
KITA

10.14.

EMERiCs

10.15.

CSF

10.15.

CSF

10.12.

 인도 시골지역 소비 급증
❍ 주요 내용
- 소매업 시장정보 분석업체인 Bizom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2분기 동안
인도 시골지역에서 발생한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 인도 시골지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역이주한 노동자들과 소매 부문의 최소한의 피해, 전자 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분기의
소비가 정점에 달함
* 시골지역의 감염자가 급증한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동안 시골지역의 소비는 잠깐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율이 도시를 능가하였음
* 같은 기간 인도 도시지역 소비 증가율은 28%로, 시골지역의 소비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도 시골지역의 소비는 저가 소비재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2분기 동안 인도 전체 지역의 가전제품 판매량은 5% 성장하였으나 시골지역은
8% 증가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스마트폰 시장은 시골지역 에서는 2% 증가함
* 업계 관계자는 다가오는 인도 최대 축제 시즌인 디왈리(Diwali)와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시골지역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임

- 현재, 인도 전체인구의 2/3와 노동력의 70%가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골 경제는
- 27 -

2021-Vol.161(’21.10.01~10.15)
인도 전체 국민소득의 46%를 차지함
* 인도 시골지역의 재정비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음
* 지난 2020년 4월, 모디 총리는 인도 시골지역의 자립적인 사회-경제적 권한 부여를 목적으로
Swamitva 계획을 시행한 바 있음
* 현재 일부 州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인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
이라고 지난 10월 6일 발표함

m 제주의 대응방향
- 2019년 기준 인도는 세계 소매개발지수(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GRDI) 2위를
기록했으며, 소매산업은 인도의 가장 큰 산업시장으로 총 GDP 대비 10%의 시장 규모와
소매 산업 관련 노동가능인구 중 8%가 종사
* 유로모니터(Euromonitor) 보고서(E-commerce in india, 2020년 2월)에 따르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에 전년대비 26% 증가한 2조 2,590억 루피(한화 약 36조8748억 원) 규모임
* 2024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해 6조 2,401억 루피(한화 약 101조 8,602억 원) 규모 성장을 기
대하며, 딜로이트는 인도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세계 3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인도 시골지역의 소비 급증함에 따라 인도시장의 성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KITA (2021/10/14) / 연구기획협력부

 베트남 3개 부처,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제출
❍ 주요 내용
- 베트남 보건부, 중앙은행, 교통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출함
*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각 정부 부처에게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축소 및
단순화 방안을 요청함
* 이에 베트남 보건부, 중앙은행, 교통부 3개 부처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계획을 제출함

- 베트남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행했음
* 베트남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7417/VPCP-KSTT를 장관, 장관급 기관장에게
발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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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이행 비용을 검토 및 계산하고,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
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하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 기관이 적절하게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
하도록 지시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된
관청에 공포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은 각 부처가 관리
가능한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
획을 총리에게 긴급 제출해야 함

m 제주의 대응방향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베트남 시장관리 동향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EMERiCs(2021/10/15) / 연구기획협력부

 정책 호재에 힘입은 중국 전정특신 기업 발전 가속화
❍ 주요 내용
-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및 육성 방법(创新型中小企业评价和培育办法)》을
연구 및 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발전 특별 자금을 통해 1,000여 개 국가급 전정특신 강소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
기술의 산업화 운용 가속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 다수 지방정부도 전정특신 기업 육성안을 출범함
* 상하이(上海)는 2025년까지 △ 약 300개의 전정특신 강소기업 △ 약 30개의 제조업 선두
기업을 포함한 전정특신 기업 약 5,0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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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无锡)는 △ 금융 지원 △ 인재 유치 등 다수 분야에서 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을 위한
요소를 보장하기로 함

- 이를 위한 융자 루트도 확장되고 있음
* 9월 28일, 총규모 40억 위안(약 7,37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이 난징(南京)에서 발족됨
* 기금은 △ 차세대 정보 기술 △ 첨단 설비 제조 △ 신소재 등 분야에 투자되며, 자주 혁신 및
전정특신의 성격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임
* 올해 초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공업정보화부는《‘전정특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를 인쇄·발행해, 2021~2025년 중앙 재정에서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의 장려 및 지원 자금을 편성하고, 3차에 걸쳐 1,000여 개 국가급
전정특신 강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우수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상장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광둥(广东)은 5년간 300개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상하이(上交所)·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의 △ 메인보드
△ 촹예반(创业板) △ 커촹반(科创板) △ 신삼판(新三板) 등 자본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함

- 양둥르(杨东日)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중소기업연구소
(中小企业研究所) 소장은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육성은 핵심 기술과 결정적 분야,
중요 상품 및 설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현재 거시정책의 ‘과주기(跨周期) 조절’을 시행해
거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올해와 내년의 정책도 연속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과주기’ 조절은 기타 사회 발전 의제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届五中全会)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 인민의 ‘공동 부유(共同富
裕)’ 방면에서 뚜렷하고도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겠다는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중앙 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10차 회의에서는 인민의 ‘공동 부유’ 실현을 인민의 행복
도모의 주력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공동 부유’는 단순한 재화 분배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경제 구조의 중대한 조정이라고 강조함
* 사회 측면의 인구 문제로 인해 나타난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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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경제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독점, 노동자 수입 비중 확대,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
화·정밀화·특성화·혁신)’ 발전에 더욱 집중할 것임
* 한국기업은 중국 “전정특신”기업에 대한 협력기회 및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이 필요

m 출처 및 동향 작성자: CSF(2021/10/15) / 연구기획협력부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 이하 ‘방안’)》을 공개함
*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이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는 생태 문명 건설의 요구를
이행하고 에너지 절약 및 소모 저감을 촉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 편성이
라고 할 수 있음
* 《방안》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이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에 탄력성이 부족하고 에너지 소비 이중통
제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조치가 적은 편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함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해《방안》은 △ 정비 지표 설정 및 분해 이행
메커니즘 △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의 탄력성 강화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 완비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 《방안》은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더욱더 완비해 에너지 자원을 더 합리적
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힘
*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제도를 한층 더 보강하고 에너지 소비 강도를 지속적으로 대폭
낮추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해 에너지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2035년까지는 에너지 자원을 최적화 배치하고 전면 절약 제도가 더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 하락 목표 실현을 뒷받침할 것을 언급함

- 특히《방안》은 에너지 고(高) 소비 및 탄소 고(高) 배출의 ‘양고(两高)’ 사업 통제를 결연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에너지 소모가 5만 톤 표준 석탄 및 그 이상인 신규 ‘양고’ 사업에 대해 중국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 에너지 효율 수준 △ 환경 보호 요구 △ 산업 정책 △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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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해 창구규제를 강화할 것을 밝힘
* 에너지 소모가 5만 톤 표준석탄 및 그 이하인 신규 ‘양고’ 사업에 대해, 중국 각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임무에 근거해 관리를 강화하고 엄밀히 통제할 것을 밝힘
*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양고’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 심사, 환경 평가 심사
승인 등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 지원을 제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함

[ 주: 1. 표준석탄(標準煤): 중국 정부가 규정한 킬로미터(㎞)당 7,000㎉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일컬음
2. 창구규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정책과 예금유인정책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함 ]

❍ 제주의 대응방향
- 본 ‘방안’은 중국 각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거래시장의 건설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중국 에너지 이용관리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의 변화가 나타
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출처 및 동향 작성자 : CSF(2021/10/12)/연구기획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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