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2

안건유형 심의

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2022년 사회정책 방향(안)

2022. 1. 26.

관계부처 합동
(  교   육   부 )

- 1 -

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 ) ) ) ) ) ) ) ) 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요약2022년 사회정책 방향(안) 요약

Ⅰ  사회정책 주요 성과

□ [안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및 안전한 일상의 확보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재 및 

교통사고 사망 역대최저치 달성 등 안전 강국으로 위상 강화

    * 코로나19 이후 ‘20년 경제성장률은 –0.9%로 GDP 위축 최소화(전세계 평균 –3.4%)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 식중독 발생 동향 >

 * 만인율 :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수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근거 신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대응 체계화 등 약자 대상 폭력예방 및 대응역량 확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그루밍 처벌근거 및 경찰 위장수사 근거 마련(‘21.9 시행)

    ** 「아동복지법」 개정(‘20.12)을 통한 즉각분리제도 근거 마련, 전담공무원 292명(’20)→747명(‘21.)

□ [공정]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공부문 청렴 환경 조성을 통한 정부 

신뢰확보, 공공‧민간 분야의 역량 중심 공정채용 문화 확산

< OECD 정부 신뢰도 > <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

◦ 비정규직 임금수준 개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청년(15~29세) 고용

증가 및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확대 등 사회 내 각종 격차 완화



- 2 -

□ [혁신]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사회 기반 마련

◦ BIG3+AI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민-관 

협력 K-Digital Training 추진 등 청년 SW인재 양성 확대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1.4),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 발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실시 연인원>

◦ K-MOOC 등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디지털·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 데이터 기반 정책현황 점검 등 디지털 정부 강국 입지 강화

    * 디지털배움터 전국 1,066개소 운영(‘21.11기준),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 [포용] 국민 모두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양육 지원 확대 등 기본 생활 보장 강화

    *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약 20만명의 치매 조기발견 및 의료비·검사비 본인부담 대폭감소

2017년 12월 : 11.2%  2021년 6월 : 90.0%*

    * 전체 노인인구중 90%가 치매안심센터에 30분(분소는 15분) 내 도달 가능함 의미

◦ 한류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영향력 부상, 문화·

스포츠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실현

    * 통합문화이용권 : (‘16.) 153만명, 연간 5만원 → (’21.) 197만명, 연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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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➊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보건소 

배치,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먹는 치료제 안전 확보

    *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 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 구축

◦ (의료 공공성 확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의료 취약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 공공성 확대

    * 지원규모(본인부담 의료비 50% → 기초·차상위 최대 80%), 지원한도(2천만원 → 3천만원)(‘21.11~)

◦ (의료제품 안전)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취약계층 

의약품 정보 접근성 향상*, 개인별 마약류 오남용 개선 유도 

    *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코드 표시기준 마련, 수유부‧성별 적정사용정보(DUR) 제공 추진 등

◦ (노인 맞춤형 지원)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예방적 돌봄 및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내실화**

    *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 등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한 혼합이용 지원 강화

➋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 (약자에 대한 폭력대응)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스토킹 피해자 보호,

학교 폭력 제재조치 강화* 및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기반 구축

    * 학생부 기재 조치 강화, 기록 삭제 시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 등

◦ (디지털 범죄 근절)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심의‧차단체계* 운영, 사이버

위협 민·관 정보공유 확대,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체계 확충

    *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24시간 내로 신속심의‧차단(상시) 등을 통한 유통 근절

◦ (범죄 예방 체계 개선) 생활안전지도* 확충,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대상 

관리시스템 구축, 중독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추진

    *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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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재난 예방 및 일상생활 안전

◦ (재난 예방·대응 체계) 재난 정보시스템 고도화*, 자연재해 위험지역

사전정비 강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항목 대폭 확대** 추진

    * 민-관협업을 통한 재난문자 송출권역 세분화 및 지역특화형 재난 정보 제공 등

    ** 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기타 공적서비스 등 (‘21. 15종→’22. 25종)

◦ (일터 및 학교안전) 연구실 사고 피해보상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교육시설안전인증 확대 및 현장실습 안전기준 강화

    * 연구실안전 보험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 대폭 상향(1억→20억),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

◦ (먹거리 안전) 밀키트, 새벽배송 등 신수요 반영, 음식점 위생 컨설팅 확대,

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 통합 위해성평가 실시

    * 급식관리 실시간 자동점검 및 기록‧관리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구축

◦ (교통안전 강화)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 도로횡단권** 등 보행자 

우선권 정착, 사업용 차량 특별안전점검 대상 확대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강화

➍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 생활화학제품(39종)

전성분 공개, 환경취약지역 개선*, 폐기물 공공책임 강화**

    *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차상위·독거노인 등 400개소) 

    **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발생지 외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 등 

◦ (미세먼지 개선 안착) 다배출 업종,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1.23만대→ ’22.61만대), 한-중 간 국제공조** 강화

    * 소규모사업장 연료전환(‘22. 26.5억원) 및 방지시설 설치(‘22. 2,172개소)

    ** 한-중 청천晴天 계획(’22.3.) / 판도라 프로젝트(아시아 13개국 참여, ~22) 등

◦ (안전한 물관리) 국가 상수도 스마트화*,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개량‧

교체(’22. 8,214세대) 지원, 급수취약지역 대상 안전한 물 공급확대추진 

    *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의 수질·수량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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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아가는 공정 사회 실현

◈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 및 부패를 근절하여 공정과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➊ 공정한 근로여건 조성

◦ (공정채용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직무능력 기반 채용모델 개발** 및 민간 도입 확산 컨설팅 실시

    * 기간제·파견·용역 채용전 기간·인원·사유 등 심사, 불가피성 인정시에만 승인

    ** 261개 채용분야 중 107개 개발 완료(‘21. 말 기준) → ’22. 4개 신규개발, 6개 고도화 추진

◦ (다양한 근로자 보호)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개정, 가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도모

    *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 지원 (최대 3억원)

    ※ 프리랜서, 물류 유통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확대

◦ (일가정 양립 등 지원) 3+3 육아휴직제* 도입,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고용유지서비스 및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생후 12개월 이전 자녀 부모 동시‧순차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부모 각각 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➋ 공직 청렴 및 공공서비스 혁신

◦ (반부패‧공정성 향상)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시행, 청탁금지법 실효성*

제고,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및 관련 실태점검 강화

    * 공직자의 민간 부정청탁(채용‧협찬 등)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등 미비점 보완

◦ (청렴문화 확산) 고위공직자 대면 청렴교육 의무화, 종합청렴도 평가*

도입,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 확대(’21. 광역 → ’22. 기초)

    *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종합하여 평가

◦ (공공서비스 혁신) “보조금24*” 및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항목 확대,

국민신문고 대상기관 확대(공공기관, 사립대학 등), 빅데이터 활용 정책개선

    * ’21중앙부처 1,070개 및 자치단체 6,700개 → ’22.12공공기관 2,200개

    ** ~’21.임신·상속·취업 등 14종 → ’22.귀농귀촌·주거 등 16종 이상(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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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 (법·제도 정비) 문화산업 관련 공정유통법 제정*, 예술인권리보장법

안착 및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추진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발의) 

    **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그 대가와 저작권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공정 생태계 조성) OTT플랫폼-제작사 간 계약 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상담·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9월~)

    * △제정 : 애니메이션 2종(공동제작, 프리랜서), △개정 : 방송분야 6종, 대중문화 1종, 만화 6종

◦ (체육계 인권 보장) 스포츠윤리센터 내 전담인력보강, 사무소 확대 등

지원역량 강화, 체육인 원스톱복지지원시스템* 구축(‘22. ISP 실시) 추진

    * ➊체육인 지원(체육유공자 보상, 상해보험, 장애연금, 포상금 등), ➋체육인 진로전환 

교육지원(은퇴선수지원, 체육지도자 연수 등), ➌일자리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

    ※ 체육인복지법 시행(’22.8월)에 따른 전담기관(체육진흥공단) 지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 체계적 추진

➍ 공정문화 조성 기반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 사회적 이슈 사안인 경우 선제적 신고자 지위 

인정·공표, 보호 근거 마련* 및 비실명대리신고 확대 관련 법 개정**

    *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추가 마련(｢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21.11.1.~12.10.) 및 국회제출(’22.1월 完)

◦ (인식 제고) 성별임금·임원현황 발표를 통한 성별격차 인식 제고,

기업·공공기관 다양성 평가* 등을 통한 조직 내 문화다양성 수용 유도

    * 기업 및 기관 조직·인사·사업 부문별 다양성 수준 평가·발표 및 우수사례 발굴

◦ (공정사회 기반) 모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사회

정책기본법*” 제정 및 민간 내 사회기여 활동 촉진을 위한제도 기반 마련

    * 공정성 등 주요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 

사회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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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 배양

◈ 신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➊ 미래형 혁신인재양성 체제 전환

◦ (범부처 협업) 부처별 인재양성정책관 지정, 실무협의체 운영 등 

부처협업체계 내실화* 및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협업예산 확대**

    *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사업(‘22, 420억원), ｢인재양성 기본전략 수립｣(’22.上)

    ** (’21.) 6개 분야 30개 사업, 0.5조원 → (’22.) 20개 분야 140개 사업, 1.6조원

◦ (핵심 인재 집중양성) 인공지능·빅3·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고급인재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체계 강화

    ※ 청년대상 AI 집중교육 프로그램(‘22. 33.8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양성, 

K-Medi융합인재(’22~, 年 75명),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신설 등

◦ (규제 완화) 다양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시설요건,

학사제도*, 원격교육 등 대학 교육과정 운영 규제 완화 추진

     * 학점교류 확대, 인증서 공동수여 등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 민·관협력형인재육성(‘22. 21,500명), SW중심대학 확대(‘21. 41개→‘22. 44개)  

➋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지원

◦ (인프라 확충) 온국민평생배움터, HRD-Net, 직무능력은행제 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바우처 등 공적 지원 확대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2.~’27.),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 등 로드맵 마련

◦ (직무‧노동전환 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 현장기반 훈련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

    * 고용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과정을 자체 수시 심사하여 적기에 공급 및 훈련비 등 우대

◦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K-MOOC 플랫폼 고도화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현행) 캠퍼스 내 교육시설 운영, 예외적 공공시설 임차 → (개선)기초지자체 내 별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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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문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K-콘텐츠 확산) 플랫폼, 간접광고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40개사)

및 현지 맞춤형 K-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문화·경제 교류 강화

    * (문체부) 플랫폼기업 및 연관산업 간 협업매개, (협력부처) 기업선정 및 해외판촉 지원

◦ (콘텐츠 기업 지원) 드라마펀드* 신설, 모험투자펀드** 확대 등 금융

지원 및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 구축 등 콘텐츠 산업 기반 확충

      * 자체 IP 확보 지원펀드(‘22년 총 400억원), **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 육성 펀드(‘20~‘22년 총 4,500억원)

◦ (창의적 인재양성) 게임, OTT 등 콘텐츠 분야별 인재양성 및 수출

콘텐츠(영화·웹툰) 번역인력 확대*와 수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200명)

   * (‘21) 4개 언어권 22명 → (’22) 6개 언어권 50명

➍ 데이터기반 사회혁신 지원

◦ (데이터 활용 지원) 공적마스크 재고현황 등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구축

    * 중점데이터 : ('21)6개 분야 26개→ ('22)SRT 승차권발권 등 20여개 추가개방 (예정)

    ** (’21.) 법 제정‧시행(12월), 정보화계획(ISP) 수립, (’22.)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구성, 시범서비스 제공

◦ (데이터기반 강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및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충, 데이터 기본법 시행(‘22.4월) 등 인프라 확충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누적) : ’21. 381종 → ’22. 690종 이상 예정

    ** 빅데이터 플랫폼 : ’21. 16개 → ’22. 21개 / 빅데이터 센터 : ’21. 180개 → ’22. 230개

◦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 국가통계시스템 등 적용,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등 마련

    * 스마트시티 융합산업 보안(’22~) 등 기술적용 가이드라인 민-관 협력 개발 추진

◦ (데이터·통계 관리)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 연계를 위한

K-통계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안전통계 정비* 및 사회통합지표** 개발

    * 5개 영역(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폭력, 자살예방/정신건강) 안전 중심 

    ** 사회경제적 격차, 계층간이동성 파악 등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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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보다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는 완화하겠습니다. 

➊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 (영유아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및 다함께 돌봄 센터 확충등 돌봄 공공성 강화

    * 영아수당 :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3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 아동 출생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예방 강화, 쉼터 입‧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 근로장학금(Ⅱ형)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취업 특례대상 포함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

◦ (청소년 보호) 유해매체․약물‧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점검‧대응 체계* 강화 및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지원 등 확대**

    *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예방 등을 포함하여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2~’25) 수립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상시 치유기관 확대 (2개소 → 4개소) 등

➋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격차 완화

◦ (삶의 최저선 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완화**,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추진

    *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21. 234만명 → ’22. 240만명) 및 급여 수준(146만원→154만원) 확대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상 교재비‧EBS콘텐츠 비용 등 지원 실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일용·단시간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적용

◦ (취약집단 포용) 1인가구 생애주기별 고독‧고립 방지 지원*, 한부모 가족**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 다문화 학생교육‧심리상담 지원등 추진

    * 고독·고립 방지 프로그램 지원: (‘22) 12개소 → 단계적 확대 추진 

    **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개편 등

    *** 자립수당 확대, 자산형성 매칭비율 상향, 자립정착금 인상, LH 주거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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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일상적 삶 보장)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중증 장애청년 

생계급여지급 기준 완화*,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등 생활 지원 강화

    *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중증장애청년 개별가구 적용기준 완화

    ** 장애인등특별전형 운영 내실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

➌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취업 기회 확대) 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 지원, 고졸자*** 및 군 장병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추진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8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

    **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직무훈련·일경험) 개발·운영비 지원(170억원)

    *** 고졸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1인당 지원수준 확대(400만원 → 500만원)

◦ (정신건강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21. 12개 시도 →‘22. 전국) 실시

◦ (자산형성‧부채 경감 지원)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천억원 확대, 학자금 

대출 포함 청년 채무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조정 지원

    *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➍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지역 사회 인프라 강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운영, 도심융합특구**

조성, 쇠퇴한 구도심 대상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2곳, ’22.12) 추진

    * 전문대-기초지자체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수요 발굴 및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 구축

    ** 문화·산업·주거 복합공간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22.下)

◦ (지역 교육‧문화‧예술 여건 조성) 지역혁신플랫폼 확대(’21.4개→’22.6개),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 적용, 문화 복합공간 “아트컬처랩**” 조성

    *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 공동교육과정 학점인정기준 완화 등 

    ** 지역 내 ➊창업·창직, ➋교류·교육, ➌창·제작, ➍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공간

◦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 초광역 협력 단계·수준별 맞춤 지원*, 인구감소

지역 집중 지원**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특구 운영 등 추진

    * 초광역발전계획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컨설팅, 심의 등을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22.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 신규 편성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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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정책 주요 성과

 ｢안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및 안전한 일상의 확보

◦ (코로나19 대응) 국경·도시의 봉쇄 없이도 확진·사망자의 발생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대응 모범국가로서 위상 제고

     ※ 3T(Test, Trace, Treat) 방역모델 구축 : 선별진료소/PCR검사 → 특별입국절차/전자출입명부 

→ 생활치료센터 등 중증도별 치료 실시

      ※ 코로나19 이후 ‘20년 경제성장률은 –0.9%로 GDP 위축 최소화(전세계 평균 –3.4%) 

코로나19 확진자(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10만명당) ’20년 경제성장률(OECD)

◦ (생활안전) 산재사고·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통한 초미세먼지 감소*, 식중독 발생 감소 등 생활 속 안전 강화 

    *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26 ㎍/㎥(‘16) → 17 ㎍/㎥(‘21.10)로 약 33% 감소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 식중독 발생 동향 >

 * 만인율 :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수

◦ (폭력 근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근거 신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대응 체계화등약자 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역량 확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그루밍 처벌근거 및 경찰 위장수사 근거마련(‘21.9 시행)

    ** 「아동복지법」 개정(‘20.12)을 통한 즉각분리제도 근거 마련, 전담공무원 292명(’20)→747명(‘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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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정부 신뢰 강화) 정부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강화하고, 공직자가 청렴

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부문 신뢰 확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21.12)

< OECD 정부 신뢰도 > <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

◦ (공정채용 확산) 공공기관 채용관련 지침 정비*(’21.1), 중소기업 채용 

컨설팅 실시 등 채용문화 개선 및 민간에 공정채용문화 확산 유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면접시험 구조화 실시 등 채용공정성 강화

◦ (고용격차 개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개선, 청년(15~29세) 고용

증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 안전망 확충 및 격차 개선

72.4%
69.3%

2017년 2021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44.2%
41.7%

2016년 2021년

청년고용률

1,455만
1,296만

2017년 2021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여성대표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년 연속 전 분야 목표 

달성, 중앙에서 지방으로 성과 확산 등 의사결정직위 여성 진출 확대

    *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 (’17.) 14.8% → (’20.) 22.8% → (’21.9) 24.0%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비율 : (’17.) 13.9% → (’20.) 20.8% → (’21.9) 23.8%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 (’17.) 11.8% → (’20.) 22.1% → (’21.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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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사회 기반 마련

◦ (신기술 인재양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여 미래사회 혁신인재 양성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1.4),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 발표

    ** AI 선도학교 247교(‘20) → 566교(’21.2), AI중심고교 34교(‘20) → 51교(’21.3)

◦ (평생 직업능력개발) 민-관 협력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여 청년

SW인재 양성,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2.2월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실시 연인원>

◦ (평생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교양 프로그램 신설*로 온 국민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 K-MOOC : (EBS, 위대한 수업) 세계석학 40명 내외의 교양강좌 200여편 신설(‘21)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 총 15회 신설(‘21)

◦ (디지털 리터러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디지털·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문해 지원

    * 디지털배움터 전국 1,066개소 운영(‘21.11기준),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정책현황 점검을 통해 정책 정밀도를 

제고하고, 완성도 높은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기구평가 최정상 입지 강화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기반 현황점검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

    ※ UN 전자정부평가 2위(‘20),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19) 등(격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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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 국민 모두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보장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의료보장 확대 및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 가계 의료비 부담 약 12조원 완화(‘17.9~’20.12)

    **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약 20만명의 치매 조기발견 및 의료비·검사비 본인부담 대폭감소

<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

2017년 12월 : 11.2%  2021년 6월 : 90.0%*

   * 전체 노인인구중 90%가 치매안심센터에 30분(분소는 15분) 내 도달 가능함 의미

◦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단계적 폐지를 거쳐 당초 목표였던 ‘22년보다 이른 ’21년 10월 폐지 완료

    ** (아동) 국공립 돌봄 이용률 22.6%(‘16) → 32%(’20), 입학이 수월해졌다는 응답 72.6%

(발달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주간·방과후 활동 6,500명(‘19) → 19,000명(’21)

◦ (가족 지원)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를 확산*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

하여 온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체계 구축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근로자 2,761명(‘16) → 11,748명(’21.8)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21)

◦ (문화 향유 촉진) 한류콘텐츠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영향력 

부상*, 문화·스포츠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실현

    *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실적 개선으로 ‘2021 세계 혁신지수’ 세계 5위(‘20. 10위) 

    ** 통합문화이용권 : (‘16.) 153만명, 연간 5만원 → (’21.) 197만명, 연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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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회정책 추진 여건 

 [사회정책 일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관리 요구

◦ 참여‧공유‧개방의 특징을 갖는 디지털 환경인 “WEB 2.0” 태동 후 

약 20년을 거쳐 우리 사회 내 “디지털 사회” 개념 공고화

- 특히, 스마트폰, SNS의 발달 등으로 인해 온라인 내 사회활동이

사회일반을 주도하는 “네트워크 사회” 본격 도래

< [참고] 소셜미디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인식 조사 (한국언론재단, ’21.12) >

◦ 네트워크 사회 디지털 공간은 사회현안 발굴 및 사회통합 기제로 

활용 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인식 등 정보자원이 존재하나,

- 디지털 공간 익명성에 따른 이용자 도덕성 저하, 콜-아웃 컬쳐*,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등 사회 갈등 증폭 요인 또한 상존

    * Call-out Culture : 디지털 공간 내 특정 유명인에 대한 집단적 적대행위 문화

    ※ 소셜미디어 사용자 중 약 77.2%가 허위정보 접촉 경험 (한국언론재단, ’21.12)

◦ 사회정책 혁신은 구성원의 인식‧행태‧문화가 변화할 때 비로소 가능

하므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경주 긴요

- 민-관 간 정책소통 강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지속성 높은 사회

정책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탄력적 사회정책 거버넌스 필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민-관 정책 네트워크 확대

❖ 前｣ 기획 역량 → 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역량

❖ 다층적 소통 기반의 사회적 가치 도출 → 올바른 정보 제공 등 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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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회위기 선제대응형 국가역할에 대한 요구 확대

감염병으로 인한 공공병원・인력 부족 등 공중보건위기에 직면해 

보다 포괄적인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에 대한 공감대 확산

건강을 잃은 후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적 건강관리와 시도별 건강 

격차 에 적극 대응한 사회투자 확대 필요

    * 【공공병상 비중 (’18. 기준)】 한국 10.0% vs OECD 71.6% (복지부, ’21.12)

    ** 【시군구 건강격차(‘18)】 건강수명(기대수명-유병기간) 용인 수지구 75.3세 vs 

부산 영도구 62.17세 (복지부, ‘21.1)

코로나 등 대규모 사회충격 후 개인별 회복탄력성 차이가 계층

격차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선제 적극 대응 요구 확대

사회위기 국제비교 결과 코로나 실업 빈곤 불평등 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으며 격차해소 질서유지 관련 사회정책 강화 를 기대

    * 【국민우려 사회문제】 전체국가 27개국 중 ‘코로나19’ 7위, ‘실직’ 4위, ‘빈곤과 

불평등’ 11위(한국의 사회동향, ‘21.12, ｢원자료 : Ipsos, What Worries the World(’20.4~‘21.6)｣)

    ** 【코로나19 시대 정부역할 기대】 행정능력강화(79.2%), 격차해소(73.6%), 치안・질서

유지(71.4%) 순(한국의 사회동향, ‘21.12, ｢원자료:코로나19 사회적영향과 시민의식 패널여론조사｣)

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중심 사회전환은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기후위기 등 만연한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탄소중립 재난대응 등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대전환 요구

 사회적 위험 대비 국가안전 패러다임 혁신

❖ 前｣ 문제발생 후 대응 ⇒ 後｣ 미래 사회위험 전방위 선제 대비

❖ 일상 삶 속 환경․건강․생활 안전 +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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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더욱 제고

◦ 사회적 합의 하에 규범을 설정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 축적이 가능하나 이념․계층갈등으로 인한 긴장감 고조*

- 시민역량과 사회투자가 비례할 때 高신뢰사회가 구축되고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정책 설계 필요

    * 【한국사회 신뢰도】 특권층 친화적 경제구조라는 인식 만연 (85%, 조사대상 25국 중 1위, Ipsos, 

Broken-system Sentiment, ‘21.7), 이념양극화・갈등에 대한 우려 고조(이념갈등 87%, 젠더갈등 80%, 

계층갈등 87%, 빈부갈등 91%로 조사대상 28국 중 1~2위, Ipsos,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21.7)

사회투자와 공공성․신뢰 관계

◦  (북유럽) 일반적 사회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각 
개인은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

◦  (영연방) 공적 자원배분이 높지 않음에도 ‘참여·이타심’을 중요 
덕목으로 여겨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고 시민성이 높음

◦  (미국) 전반적인 공공성이 낮고 경쟁사회 특성을 보이지만 자발적인 
나눔과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 (동유럽·남유럽) 저신뢰 사회로 경쟁보다는 평등 지향, 투명성이 
낮은데 공적자원배분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함(시민역량<사회투자≒국가부도위기)

｢이재열(한국행정연구, ‘19) 재구성｣

◦ 집단화된 주거형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해체위기에

직면하고 이웃 간 교류는 감소해 사회적 고립비율이 높은 수준

- 개인화된 공동체 경향이 심화되어 객관적․주관적 고립집단이 

느끼는 외로움, 사회지지층 결여, 사회단체 비활동률 증가 추세**

    * 【공동주택 거주비율】 한국인 절반 이상이 집합주택에 거주 중(‘20. 62.6%)이며 집

단화된 주거양상 증가(’06. 55.2%⇒‘19. 61.7%) 추세(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1.8)

    ** ①【객관적 고립】 타인・사회로부터 물리적 분리 정도 例｣ 사회연결망 크기, 접촉빈도, 

단체 참여(고립집단 단체비활동율 53.6%) ②【주관적 고립】 타인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고립집단 외로움경험 22.3%, 사회적지지 결핍 4.2%) (한국의 사회동향, ‘21.12)

 공정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 혁신

❖ 前｣ 분절․고립된 개인화된 공동체 ⇒後｣연대기반 선진국(先進國+善進國)형 신뢰사회

❖ 시민참여기반 사회정책 공공성 제고 = 공(公)적 책무성⇑+공(共)적 협업․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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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예정된 미래-원하는 미래』신속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긴요

◦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1.8%인 109개가 ’2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역소멸이라는 정해진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궤도 선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 경주 필요

    * ’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1월~12월 산술평균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1.12)

◦ 신기술중심 산업구조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숙련직 채용선호 등 

일자리 시장 급변에 따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직무역량 함양 필요

- 교육․일자리는 상대 서열이 중요한 지위재(positional goods)이므로 단순

양적 공급확대 너머 질적 고도화로 에코세대 성취의욕 양극화* 해소 要

    * 【청년세대 內 단층구조】 (조)부모 재력・인맥을 바탕으로 성공을 경험한 G세대(글로벌세대)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낙관전망 vs 개인 힘으로 사회경제적 한계 극복에 실패한 N포 

세대는 부정적 자아상・사회상 누적(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20.1)

◦ 사회 전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향수력을 높여 

일과 쉼 사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중산층을 두텁게 양성할 필요

- 포노사피엔스 주류화, 비대면사회 전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여가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동적 여가패턴 우세 경향

    ※ 【경제성장의 사회적 한계】 물질재(material goods)는 경제성장 초기단계 행복 증대에 

기여하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도와 무관(Fred Hirsch, Richard Easterlin 등)

『사회전반 역량 - 개인 역량』동반 성장을 통해 혁신 잠재력 배가

❖ 예정된 미래 대비 ⇒ 생산가능인구↓, 지역양극화↑, 고용산업구조 급변 

❖ 원하는 미래 준비 ⇒ 교육격차↓, 직무+문화향수 역량↑,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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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 주관적․객관적 격차 해소를 위한 중층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양극화가 고용․소득 편차 고착 악순환으로

이어지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계층이동에 대한 자신감 저하

-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

사회 구현 → 계층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객관적 경제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건강,

교육, 성역할” 격차 관련 사회문제는 심화*될 거라는 인식 보편화

-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층화 지속 우려를 낳고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은 “불만”으로 이어져 3不 사회 위기감 팽배

    【소득분배지표(가계금융복지조사, ‘21.12)】 

    * 【불평등 인식도】 경제 불평등(79.7%), 건강 불평등(31.4%), 교육 불평등

(25.1%) 순으로 사회격차를 우려(한국의 사회동향, ‘21.12)

◦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부터 과거 성장에 기여한 노령층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족․개인에게 지워진 돌봄․교육․의료 부담 경감

- 現정부 혁신적 포용 3대 사회정책에 대한 과감한 공적투자*와 

보다 두터운 중층 보호체계로 공공성을 완성하고 사회갈등비용 감축

    * 비슷한 경제수준일 때, 사회품격(例>안전・공정・포용・혁신사회정책 구현) 보유 선진국은 

이를 통해 ‘더 성장’하고 ‘사회투자 확대’ 可(이재열, 한국행정연구(‘19), ｢원자료:Beck et al, Social Quality｣)

 포용사회 3대정책 저출산 대응돌봄, 초고령 대비의료, 격차해소 시작점교육 공공성 강화

 ❖ 국민 삶 최저선 보장 + 사회적 기본권 전향적 담보 

 ❖ 사회적 불신비용↓+ 사회정책 투명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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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사회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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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Ⅰ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➊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대응 체계)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22~),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 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 구축

◦ (대응 인프라)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지역

공공병원(41개소) 등에 감염병 진료시설 및 병상 확보 추진

    ※ 보건소 정규인력 업무지원 및 정규직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개소당 평균 6~12명)

◦ (대응 기술) 감염병 대응 단계별 플랫폼 기술 확보, 차세대 백신 요소

기술 개발 및 전(前)임상시험 지원체계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핵심기술개발사업(’22. 113억원), 백신허브기반구축(’22. 신규, 193억원) 등

◦ (치료제 도입 및 개발) 먹는 치료제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심사,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다각적 규제지원 제공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인프라) 기획단계부터 규제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제품화지원센터, 국가출하승인

센터 등 전주기 규제‧품질 등 전담 지원기구 구축

‣ (제도) 위기대응 제품의 신속 허가‧심사 절차 등을 구체화, 긴급사용승인 제품 

부작용의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추진(3월~)

‣ (기술) 반복적 판데믹 발생에 대비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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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공 보건‧의료 확충

◦ (공공 의료시설 확충) 지방의료원 신축(5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개소),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 추진

◦ (의료 공공성 확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규, 9개소), 의료취약지 

지원* 및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1개소), 공공심야약국 확대(+62개소)

    *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분만(49→51개소,) 소아청소년(9→10개소), 혈액투석(3→6개소)

◦ (공적 지원 확대)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규모(본인부담 의료비 50% → 기초·차상위 최대 80%), 지원한도(2천만원 → 3천만원)(‘21.11~)

◦ (체력·건강 통합 서비스) 지역 보건소(영양사, 간호사 등)와 체력인증

센터(운동처방사 등) 협업을 통해 체력·건강 일괄 지원 서비스 강화

➌ 의료제품 안전 및 공급 공공성 강화

◦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 추진(6월),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7월)로 환자 배상 보장성 강화

    * (현행) 없음 → (개선) 연령, 기저질환 등 영향을 세분화하여 완충구간 마련

◦ (취약계층 안전)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코드 표시기준 마련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향상, 수유부‧성별 적정사용정보(DUR*) 제공 추진(6월) 등 안전장치 마련

    *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 연령 등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

◦ (치료기회 보장) 난치질환 첨단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의 접근성 확대, 희소‧긴급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 강화(3월)

    * 공급거점 추가 : (`21) 수도권 지역 1개 → (`22) 수도권, 경상, 전라 3개

◦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연계 및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제공(5월)하여 오남용 개선 노력 유도

    * 1년간 투약 내역(제품명, 일자 등) 및 본인과 전국 환자 평균 비교 통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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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4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

사업** 추진,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지원

    *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시설)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허브기관으로 역할 강화

    ** 환자 가까운 동네에서 치매의 지속적인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 

◦ (예방적 돌봄)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건강(보건소)-돌봄(복지담당자)

연계 체계 및 지자체 중심 “(가칭)노인지원플랫폼*” 구축 추진

    * 지자체가 지역 내 노인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연계·제공 등 표준화된 통합시스템 구축,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실화)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급체계 

개편, 주야간-단기보호 및 이동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등 추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한 혼합이용 지원 강화

Ⅱ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➊ 약자에 대한 폭력 등 범죄 대응 강화

◦ (아동학대 대응) 연령, 성별,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충,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학대피해 영유아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남‧여 성별별 쉼터 및 장애아동 

쉼터 설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22~)‘ 추진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 예정)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 유형 다양화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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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대응)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22), 가해학생 

제재조치 강화* 및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학생부 기재 조치 강화, 기록 삭제 시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 등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교사)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지속 양성,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 (인신매매 방지) 차질없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월)을 위한 인신

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체계(권익보호기관) 구축·운영

    * 종합계획(5년 주기), 실태조사, 식별지표 개발 등을 위한 선행연구 및 정책협의회 구성

➋ 디지털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디지털 유해정보 근절)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심의‧차단체계* 운영,

불법스팸 데이터 단속‧규제 강화 및 팩트체크 활성화 추진

    *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24시간 내로 신속심의‧차단(상시) 등을 통한 유통 근절

◦ (사이버보안 강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고 긴급상황 등 실시간 전파 체계 운영

    * C-TAS(Cyber Threat Analysis&Sharing) : 민관 협력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 全 사회 분야의 사이버보안 협력 확대를 위해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22.)

◦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손쉬운 비밀번호 변경 및 탈퇴** 지원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활용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체계 및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범죄자 대상 범죄유발 요인 개선 등 재범 예방**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확충 및 지역 특화상담소 확대(7→10개소)

    ** 디지털성범죄자의 범죄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무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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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범죄 예방 체계 개선

◦ (생활안전지도 고도화) 범죄·재난 발생 정보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인프라 지속 확충  

    *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안전정보 제공

◦ (지역 연계 보호관찰)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관리시스템 구축

◦ (중독 사범 재범 방지) 알코올 등 중독사범의 재활 및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시범 운영(’22. 6.)

    * 타인의 행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배우는 구조화된 중독재활 프로그램

Ⅲ  재난예방 및 일상생활 안전

 ➊ 재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대응 시스템) 재난 정보시스템 고도화*, AI 활용 재난대응 기술

개발**, 지역통합재난자원관리센터 설치 확대 등 추진 

    * 민-관협업을 통한 재난문자 송출권역 세분화 및 지역특화형 재난 정보 제공 등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기술(과기정통부-소방청), 산림해충 방제 대응 기술 (과기정통부-

산림청),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자동화 및 가뭄 취약지도 작성(~‘22.12, 환경부)

    ※ 기관 간 재난안전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22~’24.)

◦ (분야별 예방 인프라 확충) 재해위험지역* 정비, 도심지 내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확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추진

    * 저지대, 급경사지, 위험저수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피해자 지원 확대) 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기타 공적

서비스 등 사회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항목 지속 확대(‘21.15종→’22.25종)

    ※ 풍수해 보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전액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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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터 및 학교 안전 강화

◦ (화학물질 안전) 유독물질을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22.~), 사고예방을 

위한 산단 24시간 원격모니터링 기반 구축(‘22. 여수산단 시범 적용)

◦ (일터 안전)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업성 질병 예방체계 구축

    ※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취약사업장 방역 점검 및 지원 확대 등 추진

◦ (연구실 안전)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자 피해 보상 강화*와 연구실 

안전 특화 국가전문자격 시행(’22.下) 등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 기관장의 사고피해 구제노력 및 치료비 지원, 연구실안전 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 대폭 상향(1억→20억),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

◦ (교육시설안전인증) 초‧중등학교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

취약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 확대(’21.200교 → ’22. 2,000교)

    ※ 교육시설 안전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내 보차도 분리 확대

(경계턱, 방호울타리 등 설치), 보행자 전용출입구 설치 등(’22~’24)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도입*에 따른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 적용 대상 : 50인이상 사업장 (’22.1월~) → 5~49인 사업장 (’24.1월)

◦ (현장실습 안전)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현장실사 강화 및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근로감독* 실시 등 안전기준 강화(’22.3)

    *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현 행 개 선
선도기업 참여기업 선도기업 참여기업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현장실사
(교사)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현장실사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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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먹거리 안전 강화

◦ (신수요 반영) 밀키트 검사 강화, 새벽배송 전 신속검사, 세포배양식품 

가이드라인 및 환자용 식품제조기준 마련 등 신기술 및 소비환경 변화대응

    ※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 등 비대면 검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포용적 식품안전)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정보제공 표시(점자 등) 단계적 도입 추진

◦ (외식‧급식 안전) 다소비 음식 집중점검 등 배달음식 안전 강화,

IOT 온도관리 등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강화

    * 급식관리 실시간 자동점검 및 기록‧관리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구축

◦ (통합 위해성평가)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 본격 실시

    ※ 소비자 요청물질 위해성평가제도(’21.2월), 과불화화합물 등 13종 평가결과‧저감 방법 공개(4월)

➍ 교통안전 강화

◦ (보행권)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 도로횡단권** 등 보행자의 차량에 대한 

우선권 정착(‘22.7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강화

◦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 이륜차 생애주기별(신고-검사·정비·폐차) 관리,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시범 운영 등 단속체계 강화, ｢(가칭)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전 제도 강화

◦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강화) 사업용 차량 특별안전점검 대상 확대*,

노후 화물차량 안전기준 강화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 기준: (現)사망1· 중상3명→(改)사망1· 중상2명 / 대상: (現)화물차·버스·택시→(改)렌터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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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➊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실내공기질) 실내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축주택 권고기준 개선,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22~)

◦ (층간소음)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기준 강화(‘22, 환경부·국토부 공동),

갈등 초기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22.하)

◦ (화학제품 안전) 국내 유통되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의 안전성 평가 완료

(’22), 생활화학제품(39종) 전성분 공개 및 QR코드 표시 확대(‘22.)

◦ (환경취약지역)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진단(차상위, 독거노인 등 1,500개소) 및 시설개선(400개소*) 지원

    * 환경진단을 완료한 가구 중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폐기물 공공책임 강화)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발생지 외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 등 공공책임 강화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 주도 

수거에서 지자체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로 전환

➋ 미세먼지 개선추이 안착

◦ (산업·발전) 다배출 업종*(시멘트･철강･석유화학)과 중소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및 R&D 지원으로 ’19. 대비배출량 30% 이상 감축(∼‘24.)

    *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22. 1,900억원),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저감기술 개발(‘22.~‘24.)

    ** 소규모사업장 연료전환(‘22. 26.5억원) 및 방지시설 설치(‘22. 2,172개소)

◦ (경유차 감축)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확대(‘21. 34만대 → ‘22.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22,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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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냉난방기 보급)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1. 23만대→’22.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1. 10억원→’22. 47억원) 확대

◦ (예보 기반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예측모델 적용(‘22.11~), 환경

위성 기반의 대기질 실시간 관측영상 확대(’22.하, 총 20종 물질) 추진 

◦ (국제협력) 한-중 간 기술협력‧정책교류* 내실화 및 확대, 환경위성

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 원인규명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한-중 청천晴天 계획(’22.3.) / ** 판도라 프로젝트(아시아 13개국 참여, ~22)

➌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 (안전 관리)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의 수질·수량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개량·교체 지원(‘22. 8,214세대)

     * 161개 지자체, ’19～‘22., 총사업비 1.2조원(국고 8천억원) 투자

◦ (요금·품질격차 해소) 영세한 수도사업자의 경제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고(’22~), 급수취약지역대상으로 안전한 물 공급확대*

    * ICT 원격 운영 소규모 정수시설 공급(‘21~‘22. 4개 시범사업) 등

◦ (물부족 대응)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 조정 ,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 추진(’22~)

    * (‘22) 광역(보령)～지방(서산), 광역(울산공업)～지방(울산) 연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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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함께 살아가는 공정 사회 실현  

◈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 및 부패를 근절하여 공정과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Ⅰ  공정한 근로 여건 조성

➊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산을 위해 

운영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기간제·파견·용역 채용전 기간·인원·사유 등 심사, 불가피성 인정 시에만 승인,  

’21.12월말 기준 도입대상 805개소 중 789개소, 약 98% 도입 완료

    ※ 제도 미도입기관의 조속한 도입 독려, 신규 공공기관 지정시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정책 이행,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등 지도 

◦ (공정채용 정착)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추진으로 공정채용을 위한 엄정한 관리체계 강화

     *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권익위에 설치, 기재부·행안부 등 참여

➋ 민간 공정채용 문화 등 확산

◦ (채용모델 개발·보급) 지원자의 직무 관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모델을 신규 개발*하고, 기존 개발된 모델의 정교화 추진 

    * 261개 채용분야 중 107개 개발 완료(‘21. 말 기준) → ’22. 4개 신규개발, 6개 고도화 추진

    ※ 「직무능력중심 채용모델」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매뉴얼 제작·배포 추진

◦ (중소기업 대상 모델 활용 지원) 직무중심 채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교육* 및 채용분야 전문FT를 통한 컨설팅 실시 

    * 채용과정(서류, 필기, 면접 등 과정) 설계, 모의 면접운영 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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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 (플랫폼종사자 보호)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 기제 마련

    *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 지원 (최대 3억원)

‘22년 추진(예정) 주요 내용

건강보호
산재예방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화 검토

▸ 배달기사 사고 위험지역 알림 등을 위한 정보공유플랫폼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제시(’22.上)

실태조사
▸ 주요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및 계약상 애로사항 반영을 위한 

업계 협의 추진(’22.1분기~)

안전망 구축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22.1.~)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비용 지원(‘22)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 (가사근로자 지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22.6월∼)·안착으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도모

    *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노동관계법 적용,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

《 [참고] 가사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 》

▸(하위법령 등) 제공기관 인증,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22.4월), 표준 이용·

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한 업무매뉴얼 발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2.4월)

▸(재정지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80%) 지원, 부가가치세 면제(10%), 

정부인증 컨설팅(100개소) 신설 등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확대 유도

▸(인프라 구축·홍보) 가사서비스 통합 포털 구축(∼‘24) 기반 마련, 인증 우수사례 확산 등

◦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프리랜서, 물류 유통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발굴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20.7월) 9 → 14개,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 마트‧물류 유통기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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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안전망 지원 강화

◦ (3+3 육아휴직제) 12개월 이전 자녀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100%)

◦ (경력단절 예방) 多빈도 경력단절원인* 분석과 전문서비스** 선제적

제공 등 원스톱 고용유지서비스 강화

    * 결혼‧임신‧출산‧육아‧돌봄, 진로‧적성 부적합, 근로조건, 성차별적 직장문화 등

    ** 노무‧법률, 심리상담, 돌봄정보 제공, 경력개발‧설계, 기업DB 구축 및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

◦ (맞춤형 재취업 지원) 3D, 빅데이터, 콘텐츠,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과정 확대(‘21. 59개→‘22. 70개) 및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전문인력 양성(각 부처) → 일경험‧취업지원(여가부) → 취업 후 고용유지 사후관리(여가부)

Ⅱ  공직 청렴 및 공공서비스 혁신

 ➊ 반부패･공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공직자 대상 교육,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해충돌방지법(’21.5.제정)의 안정적 시행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의무 이행 및 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등 지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활동 내역 제출·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청탁금지법 실효성 제고) ①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직자의 

민간청탁 금지*, ②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개선등 미비점 보완

    *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채용‧협찬‧계약 등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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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근절)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 대응체계 내실화

    ※ 시정·보완요구 미이행기관 제재조치 마련 및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시정명령 신설 등 추진

◦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공정 문화 

개선, 취업심사 대상기관* 및 행위제한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민관유착 가능성 높은 업체는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

    ** 행위제한 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신고인의 이의제기 및 재조사 방안 검토

◦ (취약분야 점검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행동강령 취약분야 집중 실태점검

    ※ △가상자산 관련 거래제한 기준 마련 여부 등(5월~), △직책판공비 부적정 집행사례 점검(9월~)

➋ 공직 내 청렴 문화 확산

◦ (청렴교육 확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시 대면교육을 의무화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 청렴리더십과정 등 특화과정 대폭 확대

    ※ ’22년 예정된 주요선거 계기 정무직‧선출직 대상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 등 기획‧추진  

◦ (종합청렴도 평가 도입) 현행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로 개편

    *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종합하여 평가

◦ (윤리준법경영 확산) 공기업 등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 교육*‧컨설팅을 통해 자율실천 적극 지원

    * 청렴연수원에 공기업 등 대상 윤리준법교육과정 신설‧운영(40회, 6,000여명 대상)

◦ (공공부문 양성평등) 공공부문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과 기관별 개선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추진

    *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 (‘21) 광역 시·도 지자체 → (‘22) 기초 시·군·구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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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 (원스톱서비스 확대)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신청

가능한  “보조금24*” 및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지속 확대

    * ’21.중앙부처 1,070개 및 자치단체 6,700개 → ’22.12공공기관 2,200개

    ** ~’21.임신·상속·취업 등 14종 → ’22.귀농귀촌·주거 등 16종 이상(누적)

◦ (국민신문고 대상기관 확대)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의 국민신문고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공공기관) 신문고 미사용 공공기관 단계적 이용 확대 추진(‘22. 1분기 16개 예정)

       (사립대) 343개 사립대학 국민신문고 이용 확대 추진(40개 대학 시범운영 중, ‘22. 40개 추가)

◦ (국민비서 개선) 휴면예금, 국세고지서 알림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채널 확대*, 종이고지서를 대신하는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운영(’22.上)

    * (알림) ’21.10종(백신접종 등) → ’22.38종(누적) / (채널) '21.네이버·카카오·토스 3종 → '22.5종 이상(누적)

◦ (국민 생각함 활용도 제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혁신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 과제에 대한 국민의 정책참여 및 소통 촉진

    ※ 정책·제도개선 과제 발굴, 의사결정과정 등에 국민패널, 국민참여모니터단 등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

《 권익위-각급기관 협업 국민생각함 정책 의견수렴 추진절차 》

(1단계) 과제 신청

➡
(2단계) 과제 선정

➡
(3단계) 설문 준비

➡
(4단계) 설문 실시

정책과제 신청
(각 기관)

심사 후 과제 선정
(권익위)

설문구성, 일정논의 
(권익위 · 협업기관)

안건 게재, 홍보 실시
(권익위 · 협업기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기의 적정성, 결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제선정(반기별)

◦ (빅데이터 활용 정책개선)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 예) 지역 관광‧여행 관련 불편사항(128,000여건, 3년),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양육비, 

주거지원 등 관련(172,000여건, 3년) 등의 경우 민원 데이터 다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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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➊ 법‧제도 정비

◦ (공정유통법 제정 추진)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조치 

도입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발의) 

◦ (예술인권리보장법 안착)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 구제조치를 위한 

별도기구 구성, 정책대상자별 교육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 》

• (예술인 권리) 예술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불공정행

위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보장), 성평등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규정

• (예술인 보호 제도) 권리침해 신고(문체부 예술인신문고 설치) → 신고사건 조사(문체부 예술인

보호관 설치) → 사건 심의·의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운영) → 문체부 
장관 구제조치(시정명령, 수사·징계의뢰 등)의 보호체계 및 교육·홍보 등 예방체계 운영

◦ (창작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저작자의 양수인에 대한 추가보상청구권*

및 초상·성명·목소리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재산권 도입

    * (추가보상청구권)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그 대가와 저작권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➋ 문화분야 공정 생태계 조성

◦ (표준계약서 등 계약 지침) OTT플랫폼-제작사 간 제작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계약 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 △제정 : 애니메이션 2종(공동제작, 프리랜서), △개정 : 방송분야 6종, 대중문화 1종, 만화 6종

◦ (신고·상담·교육) 영화계 불공정행위(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신고·중재·법률

지원을 위한 영화인신문고 운영 강화, 예술창작 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상담·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22.9월~)

◦ (실태조사) 불공정 실태조사 및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거래 실태

조사 시 OTT 거래 제작사 추가 등 조사대상* 및 항목 확대

    * (기존) 방송사업자와 거래하는 외주제작사 → (변경) OTT하고만 거래하는 제작사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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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체육계 인권 보장

◦ (스포츠윤리센터 역량 강화) 인력 보강(‘21. 40명 → ’22. 45명), 지역사무소

확대(’22, 2개소 추가) 및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조사역량 교육 확대* 등

* (예시) 프로그램(승부조작 조사, 심판지도자 교육 등), 횟수(7회 → 10회 내외)

 ◦ (학교폭력 제재 체계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징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22~)하고, 체육지도자 인권교육 의무화 등 추진

 ◦ (학생선수 학습권 강화) 학교 교육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중

대회 주말대회 전환(10억원), 주말리그 지원 확대(3종목→5종목) 추진

◦ (체육인복지 안전망 강화) 복지사업 대상 확대(국제대회 메달리스트, 4천3백명 

→ 체육인, 6만명) 및 원스톱복지지원시스템* 구축(‘22. ISP 실시) 등 추진

* ➊체육인 지원(체육유공자 보상, 상해보험, 장애연금, 포상금 등), ➋체육인 진로전환 

교육지원(은퇴선수지원, 체육지도자 연수 등), ➌일자리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

Ⅳ  공정문화 조성 기반 마련

 ➊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신고자 지위 인정‧공표 및 보호

     ※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추가 마련(｢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검토)

◦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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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대리신고 확대) 온라인(청렴포털)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변호사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21.11.1.~12.10.) 및 국회제출 (’22.1월 完)

➋ 조직 내 공정성 인식 제고

◦ (성별격차 인식 제고) 가사 등 여성 다수 일자리의 가치 제고 및 권리

보장 지원*, 성별격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성별 임금·임원현황 발표

    * 가사 노동의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지원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교원 등), 기업·

공공기관 다양성 평가** 등 포용적 조직 문화 구축

    * 교원, 방송제작자, 문화기관종사자 및 대학생·일반인 대상별 교육과정 연간 운영

    ** 서울대·고려대 다양성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의 ‘다양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22년 시범 평가를 시행하여 ‘다양성 평가 보고서’ 발간 및 포럼 실시

➌ 공정사회 구현 제도화

◦ (사회정책 기본법) 全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

    ※ 공정성 등 주요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 

사회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 운영 등

◦ (사회기여 활성화법) 상생협력과 사회통합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법 기반 구축

    ※ 감염병 위기상황을 경험하며 이타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民-民 공조｣ 기반 혁신 시스템 구축

◦ (명단공표 절차법) 법 위반과 일탈행위로 인한 갈등비용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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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 배양

◈ 신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Ⅰ  미래형 혁신인재양성 체제 전환

➊ 범부처 협력 인재양성 체제 구축

◦ (인력양성 부처협업체계) 부처별로 인재양성정책관 지정, 정부부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부처의 인재양성정책 발표계획 공유ㆍ논의

    ※ 사람투자ㆍ인재양성위원회 정부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 공유ㆍ협업 촉진

◦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확대)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21년 대비 확대된 1.6조원 규모의 협업예산 편성‧집중 투자

    ※ (21.) 6개 분야 30개 사업, 0.5조원 → (’22.) 20개 분야 140개 사업, 1.6조원

◦ (범부처 협업 인재양성사업) 신기술 분야 수요를 반영해 부처 간 

공동 기획·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

    ※ (예)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사업 : ‘22, 420억원(9개분야, 14개 사업, 4,300명 양성)

◦ (인재양성기본전략) 기존 부처별 인재양성방안 중 중점추진사항을 정리

하여 ｢인재양성 기본전략｣ 수립 및 인재양성정책 간 정합성 검토

    ※ (일정) 부처별 인재양성 전략 취합(~‘22.1분기) → 인재양성 기본전략 마련(~22.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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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신기술·신산업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 (인공지능) AI대학원 운영 내실화, 도전형, 개방형 연구 구심점 

“AI 혁신 허브” 본격 운영, 청년 대상 AI 집중교육 프로그램* 신설

    * 이어드림 스쿨 : 게임ㆍ금융 분야 등에 활용되는 AI 전문인력 양성, 팀 협업과제 

기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22. 33.8억원)

◦ (반도체) 석ㆍ박사급 인재양성과정* 확대,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사업 등 실습형 전문 교육과정 내실화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양성,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등

◦ (미래모빌리티) 무인이동체 분야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생 교육인프라 구축, 대학원 연계 현장인력 보수교육* 등 실시

    * 지원 규모(안) : (’22.) 60명 → (’23년) 300명 → (’24~’28년) 매년 600명

◦ (바이오) 바이오ㆍ메디컬 혁신인재, 신진의사과학자, 감염병 연구

전문인력, 규제과학인력 등 보건의료분야 특화 인재양성 추진

    ※ K-Medi 융합인재 75명(‘22~), 감염병 연구 전문인력 100명 양성(’22~)

안전성‧효과성 평가기술 개발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석‧박사) 600명 양성(’21~‘25)

◦ (양자기술) 석ㆍ박사 대상 학제 간 융합교육과정 신설*,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등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설치·운영(’22~‘30, 박사급 360명 배출)

◦ (메타버스) 메타버스 청년개발자·창작자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아카

데미* 및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신설

    * 자기 주도형 콘텐츠‧서비스 창착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등

◦ (ICT 융합 관광) 산-학-관 협력을 통해 호텔ㆍ콘도, 여행업, 카지노 등 

관광업종별 전문인력 및 미래형 관광인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ICT 기술 융합,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콘텐츠 제작, 새로운 관광트렌드 등

◦ (디지털 실무인재) K-Digital Training 지원규모 확대 및 새로운 훈련

유형 신설* 등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2.9만명 양성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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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규제 완화 및 학사제도 유연화

◦ (대학 설립ㆍ운영기준 전면 개편)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요건* 기준을 포함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개편방안 마련

    * 4대 요건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 (공유·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공유·개방**하는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 학점교류 확대, 인증서 공동수여 등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 (원격 대학의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인력수요가 크거나 재직자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 대상 원격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 (현행) 특수대학원 한정 → (개선)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의치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

◦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양성대학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로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융복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혁신사례**의 공유·확산 지원 

    *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 전공선택권 보장, 듀얼전공 활성화, 모집단위 광역화 등

    ** 기초교양 과목의 역량 중심 전면 개편 사례 등

◦ (민관협력형 인재육성 사업) 기업 주도의 SW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형 인재 육성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추진 (’22. 21,500명)

《 민‧관 협력형 인재 육성 신규 사업 》

① (캠퍼스SW아카데미) 기업 등이 대학 내에 SW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전문 교육과정 운영

② (네트워크형캠퍼스SW아카데미)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으로 지역에 필요한 SW인재 양성

③ (기업멤버십SW캠프) 중소 SW기업군 컨소시엄 중심의 현업 프로젝트 교육 및 채용 연계

◦ (SW 중심대학 고도화) 타 학과 전공(3.5년) + SW·AI 석사과정(1.5년)의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 융합교육의 고도화 및 확대*

    * SW중심대학 확대(‘21. 41개→‘22. 44개)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양성 신설(5개 대학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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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지원

➊ 국민 평생 교육･훈련 지원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

◦ (온국민평생배움터) 학습자가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

으로 제공받고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22~)

◦ (HRD-Net) AI기반 개인 맞춤형 훈련추천 시스템 도입,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 정보 통합·연계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훈련·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각 부처 인력양성사업의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민에게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

◦ (직무능력은행제) 개인이 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취업·자기 계발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

◦ (범부처 로드맵 마련) 미래 평생교육･직업훈련 정책의 비전·전략·

추진과제 등을 담은 범부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추진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 등

  [공적 지원 확대]

◦ (평생교육바우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규모 확대* 및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20.) 10,374명, 34.4억원 → (’21.) 19,531만명, 73.8억원 → (’22.) 3만명(목표), 140.7억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추가 지원*, 코로나 학번 취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제공

    * 경력진단‧재설계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최대 500만원) 외 경력설계 비용(100만원) 지원

    ** 코로나 학번(‘21. 졸업, ’22. 졸업대상) 대상 자부담률 한시 인하(15~55%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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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산업변화에 따른 직무‧노동전환 지원 강화

◦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등에 처한 국민 지원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의 현장기반 훈련 지원(2.5만명)

    * 고용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과정을 자체 수시 심사하여 적기에 공급 및 훈련비 등 우대

◦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노동전환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협업

하여 고용유지 지원(△중앙 : 훈련비, 인건비 지원 /△지자체 : 다양한 추가 지원)

    ※ 예시 : 경남·부산·인천중구의 경우 사회보험료 50% 지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지정)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센터*를 지정하고, 재직자·채용예정자 등의 직무전환 지원

    * 기업·대학·연구원 등 포함, 22. 150억원(15개소×10억원)

◦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로 노동전환 수요 

전망 실시 및 전환대상 직종·기업·지역에 관한 노동전환 지도 시범 구축

➌ 온 국민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 (K-MOOC) 전 국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석학 교양강좌(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20개 신규), 융합‧심화과정(10묶음) 등을 지속 개발

    ※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강좌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플랫폼 고도화 추진(’22)

◦ (성인학습자 단기 교육과정) 기업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중심 직무역량 개발 지원

◦ (매치업) 산업체 요구 및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규 분야 선정(4개) 및 교육과정 운영(’22. 52개 과정)

◦ (평생교육원 접근성 개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현행) 캠퍼스 내 교육시설 운영, 예외적 공공시설 임차 → (개선)기초지자체 내 별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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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➊ K-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방송사·MCN 등 한류 플랫폼 및 연관산업 연계,

간접광고(드라마‧예능 등) 등 한류를 활용한 범부처 협업 마케팅 지원(40개사)

    ※ (문체부) 한류 플랫폼 기업 및 연관산업 간 협업 매개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분야별 지원기업 선정 및 해외판촉 지원

《 단계별 한류마케팅 지원 프로세스 》

(1단계) 기업 간 연결 (2단계) 한류 연계 홍보 (3단계) 해외 판촉
- (문체부) 한류 플랫폼 

기업 섭외
- (협력부처) 분야별 

지원기업 선정

- (문체부) 한류스타 섭외,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 지원

- (문체부) K-브랜드 
해외홍보관 활용

- (협력부처)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 (K-콘텐츠 확산 플랫폼 고도화) 재외문화원 중심의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재외문화원 자체스튜디오 확대(‘21, 9개소→ ’22, 10개소) 등을 

통해 현지 맞춤형 K-콘텐츠 제작·확산 및 문화·경제 교류** 강화

    * (1단계) 관계 부처 간 역할 설정 및 협업 체계 설계 논의 ⇒ (2단계) 부처 간 양해각서 
등 체계 마련 ⇒ (3단계) 기관 간 협업사업 실행 

    ** (관련 사업) 미디어예술 활용 한국문화 소개, 코리아 콘텐츠주간 개최 등

◦ (산업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수출 지원) 상품개발, 글로벌 플랫폼 진입,

홍보·마케팅, 지신재산권 보호 등 산업주기별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주기 지원내용

상품 개발
·게임·이스포츠, 만화, 전통,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한류 콘텐츠(한류
스타, IP 등)를 활용한 제품 기획·개발 지원(‘22, 60억원)

글로벌 플랫폼 진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현지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등 
마케팅 및 판촉 지원(‘22, 9.9억원)

홍보·마케팅 ·해외 현지 한류 마케팅 행사 개최 및 콘텐츠 마켓 참가로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 해외수요 확보(‘22, 40.6억원)

지식재산권 보호 ·한류 콘텐츠 저작권·지식재산권의 해외 현지 출원·등록 관련 
컨설팅 및 비용(건당 10백만원) 지원(‘22,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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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 (기업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드라마펀드* 신설 및 제작초기 단계·
소외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확대

    * (드라마펀드) 국내 드라마제작사의 자체 IP 확보 지원을 위한 펀드(‘22년 목표 : 총 400억원) 

    ** (모험투자펀드) 민간 투자조달 어려운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 육성 펀드(‘20~‘22년 목표 : 총 4,500억원) 

◦ (콘텐츠 혁신기업 창업 지원) 예비-초기-도약 등 성장단계별로 차세대 

콘텐츠(콘텐츠와 데이터, 인공지능 등) 창업 초기 기업(’22, 40개), 소셜

벤처기업(신규, 5억원, 15개) 등 선도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 (기업육성센터 구축·운영) 산업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 확충(‘22. 1개, 총 10개소)

 ➌ 창의적 인재 양성 

◦ (분야별 콘텐츠 인재 양성) 현장 중심(교육-실습-취업 연계) 콘텐츠산업 

분야별 창의적인 청년 인재양성 체계 강화

분야 내용 

➊ 문화기술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문화기술 전문 인력(’22, 83억원 130명), 
실감콘텐츠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22, 70억원 210명) 및 콘텐츠원 
캠퍼스(’22, 41억원 1,130명) 운영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대졸인재 양성

➋ 게임
·게임인재원(기획·아트·프로그래밍) 교육인원 확대(‘22, 40억원), 교수·강사 및 
교육공간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➌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신규 10억원) 및 
예비방송영상인력 교육과정 내 OTT 특화과정 신설(신규 5억원)

➍ 영화 ·영화아카데미(85억원, 58명), 작가 교육, 비즈매칭 등 종합지원(24억원, 60명)
➎ 애니메이션 ·교육 - 실습을 연계한 현장맞춤형 교육(11억원, 40명)

➏ 웹툰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플랫폼 케이(K)-comics 아카데미(7억원, 500명) 등
➐ 대중예술 ·실습 중심 대중예술인(연기자·가수·성우 등), 제작진 역량 강화(11억원, 300명)

◦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콘텐츠(영화·웹툰)의 번역인력 양성

확대(‘21. 4개 언어권 22명→’22. 6개 언어권 50명),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전문인력 양성(신규 20억원, 200명)

    * ▴해외 수출 기획·영업, ▴홍보·마케팅, ▴시장분석, ▴회계·법률 등 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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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기반 사회혁신 지원

➊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공적마스크‧요소수 재고현황 등 사회적으로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 지원

    ※ 중점데이터 : ('21)6개 분야 26개→ ('22)SRT 승차권발권 등 20여개 추가개방 (예정)

◦ (국가지식정보 활용)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책자료‧교육콘텐츠  

등을 통합, 손쉽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구축

    ※ (’21.) 법 제정‧시행(12월), 정보화계획(ISP) 수립, (’22.)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구성, 시범서비스 제공

➋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 강화

◦ (수집·가공 인프라 확충)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AI학습용 

데이터 대규모 구축·개방*,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충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누적) : ’21. 381종 → ’22. 690종 이상 예정 

    ** 빅데이터 플랫폼 : ’21. 16개 → ’22. 21개 / 빅데이터 센터 : ’21. 180개 → ’22. 230개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산업현장의 인공

지능·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 (법제 정비)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본법” 시행(’22.4월)

➌ 데이터 보호 강화

◦ (데이터 보호기술 확산)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22. 340억원), 데이터 실증·시범사업* 적용 등 확산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과 국가 통계시스템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22.~)

◦ (데이터 보호 기반 구축) 데이터 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스마트시티 융합산업 보안(’22~) 등 기술적용 가이드라인 민-관 협력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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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통계 관리

◦ (K-통계시스템 구축) 통계등록부*를 가교로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 범용적인 활용성을 목표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인구, 사업체, 주택, 

경제활동 등 통계단위별로 구축한 모집단 데이터베이스

<K-통계시스템 도식(예시)>

◦ (사회통합지표 개발)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격차․계층간 이동성 

파악 등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진단체계 마련

- 통계청 인구센서스, 국세청 소득정보 등 관련부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심층적, 다각적 정보 제공 및 종단적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 (’22) 주요 영역별 지표 개발 및 시범 분석․시산 → (’23) 개발지표부터 순차적 공표

《 사회통합지표 체계 》
 • 사회통합 관점에서 주요 삶의 영역*을 수준 및 격차, 대응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적포용·이동성’ 및 ‘사회적 자본’ 지표로 구성

    * ①소득‧자산 ②고용 ③교육 ④주거 ⑤건강‧위험 영역

◦ (아동·청소년 안전 통계 정비)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 보완 추진

    * 5개 영역(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폭력, 자살예방/정신건강) 안전 중심 

- 현재 생산·관리 중인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통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의 용이성 제고

    ※ (’22.上) 정책연구 진행 → (’22.7월) 관계부처 합동 TF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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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보다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는 완화하겠습니다. 

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➊ 영유아기 집중 지원

◦ (영아·출산지원) ‘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매월 30만원) 및 첫만남

이용권** 도입으로 자녀 양육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현금(가정양육)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지급, ’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 아동 출생시 200만원 일시금(바우처) 지급

    ※ 임신시 지급하는 첫만남 의료바우처(60만원→100만원) 인상 병행(‘22~)

◦ (아동수당 확대)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매월 

10만원) 연령을 확대해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43만명)

◦ (돌봄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및 다함께 돌봄

450개소 신축, 취약계층 및 의료‧방역인력 지원 확대** 등 돌봄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이용률 : (‘21.10) 35.3% → (’22.) 40% 달성 목표

    **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및 청소년부모 대상 정부지원율 상향, 코로나19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 추진(22.1월~)

➋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상 위기 사유별 상담·교육

지원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 연계로 학업중단 예방지원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 학업지속율 : (’19.) 76.6% → (’20.) 83.5%

◦ (자립지원 강화)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교육·

취업 지원* 강화 및 복지시설** 등 인프라 확대

    * 국가 근로장학금(Ⅱ형)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취업 특례대상 포함(교육부‧고용부 협업)

    ** 청소년쉼터 : (’21) 134개소 → (’22) 139개소 / 청소년자립지원관 : (’21) 10개소 → (’22)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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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추진 및 

생활 지원과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상담 지원(가족센터 93개소)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대상 월 20만원 지원

◦ (안전망 강화)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센터

쉼터 회복지원시설

학교밖지원센터One Screen

대상자 정보

지원 이력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자립지원관

인적정보·
서비스 이력

복지부(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
상

연
계

이
력

연
계

주민등록정보

교육부(학업중단) 사회보장수급 
정보

병 무 청 (심 리 취 약 
병역의무자) 사례관리 정보

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시 설 · 서 비 스 
이용정보 등

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 반영, 유해매체․약물․

업소 등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22.4. 예정)

    ※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예방 등을 포함하여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2~’25) 수립

◦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유튜브 등 인터넷 

영상물‧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의 청소년유해정보* 점검 강화

     * 음란영상, 유해약물(술, 담배), 성매매, 도박, 유해업소 홍보 등

구 분 ’21년 ’22년

점검 인력 상시 점검 인력(18명) 118명(상시 인력 100명 증)

점검 체계 수기 검색 후 유해정보 검토 유해 정보 자동 검색 시스템 구축

◦ (치료 지원 강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상시 치유기관 확대* 및 가족치유캠프‧부모교육 활성화

    * (‘21) 2개소(용인, 무주) → (’22) 4개소(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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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격차 완화

➊ 국민 삶의 최저선 보장

◦ (생계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급여수준‧지원 대상 

확대*, 긴급복지 대상 기준 완화를 통한 생계곤란 국민 보호

    * (급여) ’21. 月146만원→’22. 154만원(4인), (지원대상) ‘21. 234만명→’22. 240만명

◦ (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및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상 교재비‧EBS 콘텐츠 비용 등 특별지원(‘22한시) 실시 

    * 교육급여 인상(’21→’22) : (초) 28.6→33.1만원, (중) 37.6→46.6만원, (고) 44.8→55.4만원

◦ (노후 소득 보장강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 시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월 최대 4.5만원 지원(신규, 265억원)

    ** (기존) 월 근로 8일·60시간 이상 → (개선) 기존 기준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사회적 고립감 극복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과 인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에게 상담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을 지원(한국심리학회 

협업)하고, (가칭)’외로움 포럼‘을 창립하여 외로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➋ 취약집단 포용성 강화

◦ (1인가구 지원)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

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하여 지원(‘22~)

    ※ 고독·고립 방지 프로그램 지원: (‘22) 12개소 → 단계적 확대 추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국 확대, 자립수당 

확대(보호종료 3→ 5년), 자산형성 매칭비율 상향(1:1→1:2), 자립

정착금 인상(500 → 800만원 이상 권고), LH 주거 제공 등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5년까지 주거·취업·건강·정서 등 사례관리 지속 실시

- 40 -

◦ (한부모 가족 지원)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개편 등 자립역량 강화 및 주거지원 확대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 →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21. 222호 → ’22. 245호) 등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 학습 지원 및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 1:1 심리상담 지원

    ※ 학습지원 : (‘22) 90개 가족센터 / 심리상담지원 : (‘22) 78개 가족센터

➌ 장애인의 일상적 삶 보장

◦ (일자리 여건 개선) 공공 의무고용률 상향(‘21:3.4 → ’22:3.6%),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21.8천명 → ’22.1만명) 등 추진

◦ (소득 지원) 중증 장애청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 장애아동 

수당 인상(중증+2만원, 경증+1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15.0→16.1천명)

    *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중증장애청년 개별가구 적용기준 완화

◦ (자립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모델* 구축(10개 지역 200명 시범사업)

    * △지역사회 자립지원 수요 파악 및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지자체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자립경로 제도화,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추가 발굴 등 추진

◦ (돌봄 및 건강 지원) 돌봄 활동지원 단가·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 권익옹호기관·쉼터 보강 추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2,지정2개), 장애친화산부인과(8→12개), 구강진료센터(16개) 등

◦ (고등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대학 내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 수립(’22.2 예정)

    * 장애인등특별전형 운영 내실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

◦ (미디어 이용)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한국수어방송 5%→7%이상)

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연 15,000대) 지속 추진

    ※ 중앙‧지역지상파, 종편‧보도PP 의무편성비율 :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한국수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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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 자립지원 강화

➊ 청년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정규직)하여 고용 유지(6개월 이상)한 경우 8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 아동 등

◦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추진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제공

    ※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직무훈련·일경험) 개발·운영비 지원(170억원)

◦ (청년 취‧창업 지원) ‘진로탐색-교육-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고졸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재직자 멘토링, 인턴십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22.上 대한상공회의소 협업) / ** 워크넷을 활용해 일자리 매칭 지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의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해 1인당 지원수준 확대(400만원 → 500만원)

◦ (군 장병 SW교육 제공) 군 장병 대상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SW 교육을

제공하여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과 전역 이후 취업연계 지원 (’22. 2,000명)

➋ 청년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지원

◦ (바우처 신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전국 청년

대상으로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21.) 16개 기초지자체 205명(6월 기준) → (’22.)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5,000명

◦ (통합정신건강증진)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대상자

발굴‧치료지원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21. 12개 시도 → ‘22. 전국)

    *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만 15세~34세)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치료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의 이행 및 만성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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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청년 자산형성 및 부채 경감 지원 

◦ (햇살론 유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확대 지속(ʼ22년 2,000억원)

    ※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장병 사회복귀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연 5%)에 대한 추가 이자

지원(1%),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의무이행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 ‘22. 1월 납입액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원리금의 33% 정부지원 (최대250만원)

◦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22년)을 통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까지 자산형성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 600~2,400만원인 경우(10.4만명)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시 소득장려금(최대 1,440 만원)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18년 생계급여수급자)→청년저축계좌(’20년, 차상위)→청년내일저축계좌(‘22년)

◦ (학자금 등 채무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청년들의 모든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시 일괄 채무조정,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기간 확대(최대 10→20년) 등 가능

Ⅳ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➊ 지역 사회 인프라 강화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전문대-기초지자체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

교육수요 발굴 및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 구축(‘22. 30개)

    ※ (’22. 예산) 30개(컨소시엄) × 15억원(국고13.5억원+지방비1.5억원) = 450억원

◦ (도심융합특구) 문화·산업·주거 복합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마련* 및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22.下)

    * (기본계획) 대구·광주(’20.12 선정)는 ’22.下, 대전·부산(~’21.11 선정)은 ’23.上까지 마련 

◦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3곳, ’22.上) 및 도첨산단

지정(2곳, ’22.下), 쇠퇴한 구도심에 도시재생혁신지구(2곳, ’22.12)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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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역 교육·문화·예술 여건 조성

◦ (지자체-대학 협력) 지자체, 대학, 지역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재 양성,

취‧창업 및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확대(’21. 4개 → ’22. 6개)

    ※ 지역 수요분석 체계화 등 지역인재 양성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앙-지방 공동연구 

실시(’22.上), 초광역형 공유대학 운영 지원 및 초광역 인재양성 부처협업체계 구축(’22.下)

◦ (고등교육 규제 특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최대 6년(4+2) 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 주요 사례 :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기준 완화(광주·전남) 등 

◦ (지역문화 활력촉진) 문화취약지역 지자체 대상 ‘문화활력촉진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활성화 지원 

    *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공간활용 문화프로그램 확충, 문화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타 지역문화 활력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동형 문화서비스 등)

◦ (아트컬처랩 조성) 지역 내 ➊창업·창직, ➋교류·교육, ➌창·제작,
➍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공간 조성

구 분 주요기능 공간구성

➊창업·창직

비즈센터 ·전문가 상담·컨설팅(경영일반·투융자·법률 등) 

예술기업 입주 공간
·7~12평형(5인 내외 규모), 15~20평형(10인 내외 
규모) 입주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등

➋교류·교육
교육 공간 ·예비·현업 종사자 대상 전문역량 교육

(가변형 강의실 2~5인, 10인, 20인, 50인 규모별)

네트워킹·교류 공간 ·가변형 행사공간, 팝업스토어

➌창·제작 창·제작 스튜디오 영상음향 스튜디오, 자료실, 워크룸 등

➍유통·매개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연·유통 블랙박스형 행사 공간(시제품 고객검증, IR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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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

◦ (초광역 협력 지원) 지역·중앙,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 협력

단계·수준별 맞춤 지원으로 선도모델 조기성과 창출 및 확산 유도

    ※ 초광역발전계획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컨설팅, 균형위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지원 추진

◦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원) 인구감소지역(89개, ’21.10 고시) 위기대응을 

위해 (가칭)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원 및 맞춤형 정책 지원 시행

    *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분석

하여 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별 인구활력 증진

사업 시행 뒷받침을 위해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

    ※ (재정) ‘22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 신규 편성,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 재정·규제 특례사항 등 규정 

◦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주민ž지자체가 함께 수립한 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한 중앙차원의 종합지원 추진

    ※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기초지자체 공모·선정, 소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지자체 당 1억) 및 지역맞춤형 컨설팅, 투자협약방식(균특법20조)의 중앙부처 사업 연계 지원 

◦ (지역청년 정착 지원) 취업·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청년공동체 발굴·지원 등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조성

◦ (지역 미래기술 접근) 권역별 정책 수요, 혁신 기반에 따라 연구개발

특구 등 국가 미래기술 자원･인프라의 전략적 지역 연계 추진

    ※ (R&D) 권역별 AI 선도･특화융합 프로젝트 추진, (혁신기관) 권역별 기초연구 및 

디지털 인재양성 확대 (혁신거점) 지역 신산업 허브로 육성 위한 新 특구모델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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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제별 소관부처

중점 추진과제 소관부처
1.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공공 보건‧건강서비스 확대 복지부, 문체부

 ▪의료제품 안전 및 공급 공공성 강화 식약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부

 [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

 ▪약자에 대한 폭력 등 범죄 대응 강화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디지털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방통위, 과기부
여가부, 법무부 

개인정보위

 ▪범죄 예방 체계 개선 행안부, 법무부

 [ 재난예방 및 일상생활 안전 ]

 ▪재난 예방‧대응 체계 강화 행안부, 과기부

 ▪일터 및 학교 안전 강화
환경부, 고용부
과기부, 교육부

 ▪먹거리 안전 식약처

 ▪교통안전 강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부

 ▪미세먼지 개선추이 안착 환경부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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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살아가는 공정 사회 실현

 [ 공정한 근로 여건 조성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고용부, 권익위

 ▪민간 공정채용 문화 등 확산 고용부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고용부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안전망 지원 강화 고용부, 여가부

 [ 공직 청렴 및 공공서비스 혁신 ]

 ▪반부패‧공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권익위, 여가부 

인사처

 ▪공직 내 청렴 문화 확산 권익위, 여가부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행안부, 권익위

 [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 ]

 ▪법‧제도 정비 문체부

 ▪문화분야 공정 생태계 조성 문체부

 ▪체육계 인권 보장 문체부, 교육부

 [ 공정문화 조성 기반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권익위

 ▪조직 내 공정성 인식 제고 여가부, 문체부

 ▪공정사회 구현 제도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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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 배양

 [ 미래형 혁신인재양성 체제 전환 ]

 ▪범부처 협력 인재양성 체제 구축 교육부, 고용부

 ▪신기술·신산업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고용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문체부

 ▪규제 완화 및 학사제도 유연화 교육부, 과기부

 [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지원 ]

 ▪국민 평생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교육부, 고용부

 ▪산업변화에 따른 직무전환훈련 강화 고용부

 ▪온 국민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부

 [ 문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K-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문체부 중기부 등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문체부

 ▪창의적 인재 양성 문체부

 [ 데이터기반 사회혁신 지원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행안부, 과기부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 강화 과기부

 ▪데이터 보호 강화 과기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통계 관리 통계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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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

 ▪영유아기 집중 지원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여가부

 [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격차 완화 ]

 ▪국민 삶의 최저선 보장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취약집단 포용성 강화 여가부, 복지부

 ▪장애인의 일상적 삶 보장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방통위

 [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고용부, 교육부

과기부

 ▪청년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지원 복지부

 ▪청년 자산형성 및 부채 경감 지원
국조실, 금융위
국방부, 교육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지역 사회 인프라 강화 교육부, 국토부

 ▪지역 교육·문화·예술 여건 조성 교육부, 문체부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