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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씬임혐를바띤논 

MIC삐 • E삐삽톨렐 

흘를풀톨훌훌름흘 
• 

률꽃합갚뀔뿔뭘E웰훌를l 

세대벌 맞춤 정책를 통한 당신의 일상이 

특벌한 하루가 되는새로문 대한민국 

당신의 싫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문내일을 E될어갑니다 

• --

• 국가가 힘쩌|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엉유아. 초둥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l 플랫폼 구혹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쿄사 아동비율축소 

• 엉유아 건강컬찬에 정서발달 곁진 추가 

• 엄유아빌달전문가틀어린이집과유치원에파견 

•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릅질환 24시깐 전담전문의 안심진료 확대 

• 보육시설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어린이집과유치원 쿄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A교육으로 미래형 인채 육성 

• 호듬전일체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초중고 미셰먼지와 바이러스 체거용 정화기 설치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o~이들 학습권 보장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혹 

Jl • 

• ----’ 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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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묵효. 없는 

공정한대입제도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빌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토단순화 

•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 

-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매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프로그램 구축 

•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저|도 개선 

• 학교밖청소년신속’통합지원체계구촉 

• 보호종료01동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특성화고 등 통해 실무출심 직업교육 강화, 고축련 전문인채 g썽 

/련 
JJ 

.:11:. 

• 청년원기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굽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여 내 칩 마련의 몸 복원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효|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 소특 있는 청년의 출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직불제 도입 등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중심의스타트업얼풍조성 

• 병사 월릅 200만원 보장 ,. 
• 

멍~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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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산후 1년간 부모글여 월 100만원 지릅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 • 3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3일 • 7일) 확대 

• 임신 ·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l 산후조리원지원확대 

• 육o~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역할 길발 

• Ol-01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봅 저녁 8시까지 확대 

• 일하는부모의 육아재택근무도입 근로시간E탤청구권 실질적 보장 

• ‘ 
主드포드 

• 기초언급 월 10만원 인생30~변 • 40만원) 

• 않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1CX써| 사호| 건강 · 주거 · 운화 서비스 기반 조성 

• 주택 다운J..l-01징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요양-간병가족돌봄휴가·휴직기간확대등간병비부담완화 

• 디지털 휘약 계층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 잠수사진 1회무료촬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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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스i업형 장애인 인채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 다문호}가족 엉 · 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장애인 이동 • 쿄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 양육 •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장애인의 방솥 • 문화 • 처|육 이용 환경 확대 • 다문효}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디문호}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촉 

• 발달 지언 •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져|고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장애예솔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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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상이률급 기훈 개선 

• 6.25전쟁 및 뭘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무마 센터 설립 추전 

• 경상이 전공상문경 보훈보상쩌|도 도입 

l 보혼심사기간단촉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흔위탁벙월을 전국 벙 • 의훤급으로 대폭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벙월 핀료비 전액 면쩨 

훨찌련 

~ 

... I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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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밍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흔실보상 

• 쿄로나19 피해자에과김한금융지원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굽구체식 채무찌l죠정 방안 적국 후진 

• 대톨형 작촉 ‘코로나 긴굽구조 특별본부’ 설치 

• 임대료나눔제추친 

• 자영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세금 · 임대료 · 공괴금 부담 경감을 위한자금 · 서|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장조성 지원 확대, 디지털 첨포 전환 

지원확CH 률 

• 출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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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지원 대폭 확대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옥션)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행2억원)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용 계약 위한 

수훌바우처확대등 

• 출소기업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자금지원 

대폭확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 중소 • 벤처기업 타원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 미래형 스마트공장구축 지원 및 예산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제도개선및제값받는환경조성 

·=--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차서|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플랫폼종사자등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임금체불 듬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촉한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투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 대화와 타협으로상생의 노시관계 추친 

• 세대 상생형 임금처|겨|로 개선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근로시간선택지 다양화 

• 큰로장려서|체 대상 및 지원큼액 확대 

• 아플때쉴수있도록효발형상벙수당도입추친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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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기족농두텀게 지원 

• 디지뭘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갑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 환경친화적 촉산업 적극 육성 및 기촉진염병 철저 예방 

• 스마트양식 기솔 개발등을통한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껴· 
--

• 예솔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솔 생태계 확립 

•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과학기솔 • 예솔 융합문화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문호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K-컬처 콘텐츠 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구축 

•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t법으로 육성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촉 확대 

• l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용훨 

•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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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 집충 투자 및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미래전략t볍 분야 기업의 디지훨 전환 적극 지원 등 

• 대학, 연구소, 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셰계 초|대 때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조성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주력t법 빌굴 · 육성으로 경저녕장과 일자리 창출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제도 혁신 

• l국가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 도입 

•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추진기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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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살리기 

01 

쪽협 

.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확절히 보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명업X뻐|께 

실힐쩍 도물이 되는 손실보상현실화 필요 

- 헌 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급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 

• 블완헌한 솜밑보상으로 민해 보상 금액, 대상차 누락 등 룬쩌뱀이 

자혹되고 있어, 근본쩍 대책 필요 

• 장~뭘 01상펙 채철자금 확보해 쩔달하고 온련한 손힐보상 

- 큐체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 명서| 자엉업자 • 소상공인의 긴릅자급 수요에 대융하고, 
사회 각 붙야 채건을 위한 지월 체계 구혹 

- 5조원 이상의 특려|보층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촌심 및 퍼|업 소상공민 손실보상, 
보상샌샤|대를H소 

• 소상공인 ·자엉업자의 신쩌|혁 • 정신쩍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체공하고 디지훨 치료체 지뭘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링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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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채쿄로나19 상활은 IMF상활과킬률 

• 코로~19 핸데믹이 지속되고 있는상훨어|서 경제쩍 어려움몰 겪고 

았는지명업자 • 소상공씬이 쩔상척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수 었도록 

펀방위급용~I월필요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금융지뭘 실시 

- 자영업지와 소상곰인, 줌소기업의 기존 대출글에 대한 만기를 

충붐하게연잠 

-세금. 공과금. 임대료i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서|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 IMF 외활위기 당시의 ζ넙구체석 채무채조형 방안 쩍극 후한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급 감면 폭을 현재 π빼|서 00%끼~I 확대 

-상황이 햄l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팔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예. 현재 캠코채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시엽 규모 5배 이상 확대)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끼·Al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소상공인 ‘ 자영업자살리기 

03 

활합 

.뿔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등을 설치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자엉업자의 코로나19 뺀데믹 묵복몰 위한 지훨른 

민생경제의 활력 쩌l고를 위해 가장사급히 해곁혜야 할 현안 

• 쩔부의 방역죠치가 과학책인 큰거에 입각한 사획쩍 꺼리투기가 
되지 뭇하여 지명업자쩍 명업이 부당하게 힘해되는 측면도 폰채 

-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간 펴|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줄 • 장기적 정책과 전략 마련 필요 

• 대률헝 칙촉 ‘코로나 긴릅구초 특벌본부’ 설치 

- 코로나19 땐데믹 콕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 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수립 

•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뭘 특불희계’ 혈~I하며 한시쩍 운엉 

• 펙확기반 사회쩍 꺼리투기 기구’ 설치해 합리쩍 거리투기 설계 및 
조치 

-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 

과학적 증꺼에 기븐딴 다g룹t고 합리적 방역죠치 수립 

-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촉 가능한 빌빽친화적 

구조및시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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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형부의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눌인 

소상곰인 ·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뭘 경영 요볕빽를 위한 현금지뭘 

요구가늪은상활 

-at뿔이 감소하며 임대료 및 전기료등고정비용과셰금등의 언처l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폐업 발생과 위기 증가 

• 임대료 나눔져| 프로젝트 추힌 
- 임대료를 일대민, 임치인, 국카카 1/3씩 나누어 봄담하는 

‘임대료 냐눔저|’ 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셰급,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김률 위한 자급지뭘 및 서|체 지뭘 확대 

(코로나19 충식 이후 2년끼·Jtl) 

- 엉세 자영업지의 부가세 · 전기 · 수도요금 등부답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λ|적 전액 세맥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저}율 한시적 확대 

소상공인 ‘ 자영업자살리기 

05 

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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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활성화와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련를시장은주,j;•AI혈부혹으로소비자를01 활기 어려무며, 

배졸 를휩으로 판배에 어려룰률 협고 았옴 

• 련톨시장상인틀의 대부붐은 담보력도 낯고 t멸도도 낳아제도권 

금용률 아용흩깨| 윌지 않옴 

• 디지훨경체의 획스렐i코로나19로소비 • 유를활령이 비대면 • 디지훨 

풍심으로 릅력하게 변회하고 있옴- 그러나 헌룡시장 상인률은 비대면 

소비문화확산, 몬i!I인유톨선호, 1인가구훌가등의 

환경변회에 능톨쩍으로 대용승눈페 한껴|가 았옴 

• 펀톨""'장 주차장초성 지월 확돼 

• 공률배송시스템 구혹 및 배출서비스 인건비 지뭘 확대 

• ‘상생혈 지역유훌벌헌기급’ 도입추힘으로온라씬 를랫픔과지역상뀔의 

WIπ빼in 달성 

• 련률시장 상인 저글리 소액싣용대흩 서비스 확대 

• 전톨시장의 디지뭘 첨포 전환 지뭘 확대 

- 비대면 커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Al원,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 련률시장과온라인를랫폼기업 상호연계 

• 디지뭘 인프라 구혹, 맞홈혈 교육 룰 디지뭘 전환 후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020플랫폼 입칩 및 

디지될 걸제 환경조성, 스마트점포 구혹을 위한 기반 인프라 

(키오스크‘ 서빙로뤘와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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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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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쿄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 피하빽 약 16조 6,000억원 후산, 

2019년 대비 매흩없% 감소, 관광분야 일자리 약와관4,αX>7H 증발 

• 고용 창흩, 내수 촉진 뭘요 

• 쿄로나19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대흥관광어|서 소수 개벌관광으로 

변화시카고, π 기솔을 껍록한 판광론텐츠의 수요톨 흥가시킴 

• 출소여헬샤 앞 관광업체 피혜화복 짝곡 지월 
- 감염병 등 째난시 관광사업자의 채정 및 융자 신옥 지원 

-관광종사자샤회안전망복지정책 마련과관광사업자폐업 및 

재기지원 

-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 메타버스 연계 지역벌 특화 한류 펀광콘텐츠 램드마크 포성 

• 4차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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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용쳐|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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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협 

.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개편하꼈습니다. 

• 헌혈부가 뭘획없는 거리투기로 톨필요한 경체쩍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훌되는 상황장기화 

• 괴획쩍 [&용의 기효인쿄로나19 빼는물롤 대량환자 밭생에 대비한 
진료처|계를 구혹하지 뭇함 

• 훈비 안된 워드쿄로나로 코로나확ξ·뷰와사방지수 급률 

• 괴획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곡복 집련 100일 계획 
-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 

-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 빽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만별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 범상획보를 위해 공공와료기관을 전담벌원으로 전환출l;고 

긴급임시벌동마련 

- 국립의료원 등을 줄환자펀담병월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병상을투입 

• 자가 슐용차를 표힘한 코로나19 활자 이송체계 련면 개편 

• 힐내 바이러스 저감정치와 환기혈비 혈치 및 운명 지뭘 

• 형부의 비과학쩍 거리투기와 방역조치 판현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훌사틀를해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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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철을 보원하고 핸데믹 위기에 

선쩨쩍으로대용촬뭘요 

• 쿄로나19 뺀데믹으로 시설은 있는데 중률흰자틀 를블 의료 민력이 

부혹하며 국민이 생명을 밭는 요펙까운 밑미 밭생 

• 현행 뺑위벌 수,,쩍|계’는 행위{수솔, 힌단, 처xi, 투약틀P• 있어야만 

비용을 지급률|는 구초임l 응급샘, 중환자혈, 음압벌상등 특수λ|혈이 

힐‘상 일껑비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공공철책수가률틀해 의료기관에게 응급삐, 종환자힐, 음압범상등을 
혈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채뇨빼 대비한 J.I셀의 혈치를를 

높여 째난척 의료상활에 효과쩍으로 대비할 필요 

- 평시에는 일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위기상황에서는 

감염병시설로전환 

• 픔랍병힐, 감염병 환자중흰자힐, 응굽힐 확대 뭘 평상시 확보 
-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하여 운엉할 수 있는 

줌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 

- 음압병실, 충환자실, 응급실 수키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및 

운영 

• 공공껑책수가톨 쩍용빼 필수와료 시샘 확보 및 비상시 신축한 대응 
- 국가 챔| 팔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으r한 공공정책 

수가적용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하여 평시보다 

71씬된 수개정책수가를 자급해 핵심인력(의사. 전문간호새 01탈 

방지, 유경험자 추가투입, 병상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 확보 

-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좀외상센터, 분E낼,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곰곰정책수카도입 

감염병대용쳐|계강화 

03 콜흉찮앓鐵철좋꿇鍵첼햇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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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협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시밍치와 심각한 후유흥을 협는 
피해자카층가하고 았옴에도 를구하고 형부는 백신협종과의 

인과관계를 AIL짜|게 엄격히 쩍용혀|서 국민들이 업는 백신협훌 

판련 피해에 소극쩍으로 대용 

• 현꽤 쿄로나19 백신협종 부작용으로 고를받는 국민훈만 아니라, 
향후 백신첩훌 부작용으로 건강문쩌|가 밭생하더라도 출붙한 치릎와 

보상이 이루어힐 수 없도록 피해획복 국가핵임체 실시할 필요 

• 코로나19 백신껍훌 후 발생히는 모든 부직용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확설하케 치료와보상를 핵입힐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추힌 

• 코로나19 백신컵흥 부획용 피해획복 국가핵임체 후진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쩍|비 선자급 후정산 

- 부직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 ‘쿄로나19 백신첩훌 부획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l운명 및 
l피해구체기금’조성 

-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질,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정부 예산, 건강증진기급 등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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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국은 6개 백신이 임상시험 률이나 엄상3상 시험 률인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미국 워싱턴대학과의 기을협력과 감염병혁신연뻐.C1범) 

지뭘(2,SOC빽뭘) 백심으로 정부지월과는무관 

• 한국의 바이오헬스 언구비도 크게 부혹환 상태 
- 율택 건강관련 연구비는 6.6조원으로 미국 216조원의 

3.1%에불과 

• 백신 • 치를째 주켠 획립, 글로빼 백ξ뼈브 구혹률 위한 천폭쩍인 
국가빠D지원확혜 

-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져|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 치료져I.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앓D 확대 

• 첨단와료룬01(째생와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펀지핸힘, 

합성생룰확 등} 바이오 디지멸붐야에 국가 앓D 확해 

- 빽만명 성인 코흘트 사업에 전유전자분석 실시 및 백만명 

제대혈코호트구축사업 

- 데이터를 접목한 뻐|오 댔D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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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혼발 경체의 저성장과 양극화 룬쩨는 양짙의 일자리 부혹으로 

훌훌되며 국민, 특히 헝년에게 좌훨을 주고 있픔 

~ ~I촉가능한 양힐의 밑자cl 창출과 성장짐체력 회복률 위해 민죠.킥 

획신과 창의를 톨한새로운 경져| 꽤러다엄마 필요 

• 역률쩍 혁신성징을 위한공훨 기반조성 
- 공정 경쟁 확립과규체혁신. 안정적 국민경제 운용과 지역발전 

- 디지될 전환과 지속기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환경구축 

• 민간 혁신성장률 톨환 양힐의 일자리 창흩 

- 충소 · 중견기업의 신ι법 E훌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역동적혁신성장뒷받침 

-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침닫~업 

투자유.j;1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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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훨화 률 기출변화에 따라 고용형태 다얻헬} 및 노동·|동 졸가 
- 유사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지{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좀시차 

가정 배, 일일 근로자등)의 비중 증가 

- 자명업자쩌|서 피용자로 또는 피용지어|서 자영업자로의 이동 

가능성증가 

• 지명업자 • 를랫플 노동자 률은 잦은 일자를| 이동, 역량개밭 시간 
부족 률으로 낯은 획업훌헌 함여률, 높은 출도딸략률 

- 근로환경을 고려한 훈련방식 도입과 봄산된 지원사업의 통합, 

수요가 높은 창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 필요 

._ Al엉업자 • 를랫폼 노동자 대상 획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 • 향상훈련 실시 등 

패키지로연겨|·추진 

• 힘여 가능한 현장출심의 연계톨합 훈련프로그램 도입 

-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시감, 장소 등의 유언한 적용과 활용 

지원 

- 모률식 훈련 온라인 - 오프라인 연계훈련 등 통합훈련 표로그램 

개설 

• 창업춘비 프로그램 쩨공을 톨한 업흘전환 뭘 채휘업 지원 

- 창업 준비 시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자금조달 관련 지원 

- 창업 운영 시 사업 정착 -유지, 세무, 노부관리, 고객관리 관련 

표로그램제공 

- 사업전환 및 폐업 시에는 업종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채취업 둥 

지원 

률은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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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캘국실현으로 
고급 일자려를창출하겠습니다. 

• 월련은 련 셰계쩍으로 탄소률립 에너지로 주목받고 었지만, 안련성 
킬획와 채생에너지와 연계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앉옴 

• 태양광 풀력 밭련은 글로볕 경챙이 심화되는 중I 특히 태양광은 

출국 률에 비해 글로벌경행력이 취약. 풍력은 국내시장 큐모 혐소와 

투자버 규모가 커 블리한 여건 

• 글로낼 시징률 섬도하는 수소는 지출가능성장률 위한 헌 • 후방 

앨태계휘약 

• 에너지의 청쩔화· 붙.월}· 디지휠화1로 싸로운 사업모멜이 구혈되는 
률, 우리나라는 죠범 ·시장 구죠 경칙성 등으로 해외 헌룬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사업 힘여 기희 부촉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솔볼야률 Global Top 3 수훈으로 

집출육성 

- 대형 및 소형 월전 경쟁력 저l고 

-수소에너지기솔육성 

- 배터리 신기솔,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솔,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 ~,‘스I업 기출과 연계한 에너지 신t뼈 훨훌 뭘 에너지 벤쳐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t법 육성, 에너지 신t법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 

- 디지털시대에 맞는씨와에너지융합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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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스법혁명, 코로나19 위기, 탄소룰립형빼률으로인해 ι법 헌묘빼 

걸쳐 디지휠 • 복색 대헌환이 릅격히 진뺑되고 었옴 

• 풍장년 근로자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혁훨히 쩍용하~I 뭇휠 경우 
J.t획쩍으로 극십한 대힘과 킬둥이 벌어힐 우려가 없옴 

• 기폰 인력을 쩨교육하고 채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잊으며, 협력시와 흥업월틀에 대한 대비도 시글 

• 신업헌활에 암서 고용에 a1차는 명향사헌훨가 
- 디지될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협력업체 

종업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 근로자-지역이 연계해 노돔전환 좀합지원계획 수립하는 

시스템구축 

• 산업벌 • 지역벌로 노동펀환서비스 체공 
-{;법벌 • 지역별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전직 -재취업지원 

서비스강화 

- 저축련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충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보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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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를혁신하여 
구인·구직의 어려움을떨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디지뭘 고용서비스의 힐헬도구로 『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를이 도입 

•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의 훌류가 다양·붙잡하고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없어 본인에게 쩍힐한 고용서비스를 도올 없이 

이용하기어려움 

• 대부분지월글풍심미며 기업서비스환뭄성이부혹활릎아니라 
쩍극쩍 구인서비스 개발과 쩍용 노력도 부혹 

• 디지멀 고용서비스고도화 
- 인공지능{Al)과공공과 민간의 고용노동 빅데이터를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일자리매칭 

서비스고도화 

• ‘구직자도약보장때11차도입 
- 구직자의 생애주기에 맞눈 고용서비스를 개별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구직자 맞춤형 때키지로 저}공 

~ '71업도약보장꽤키지’도입 

- 중소기업에게 인채 채용 지원, 일자리 질 개선, 근로자 교육훈련, 

일터 혁신,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때키지로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 때커지’ 서비스 Al행 

• 고용서비스의 천문성쳐l고 

-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측 및 기존 고용서비스 좀Al차 전문성 져|고 

-고용센터 인력 획충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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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하겠습니다. 

ll- 4X~업혁명과 디지멀 대헌환으로산업뭘서가혁명쩍으로률변하면서 

산업붙야도 성징과청체, 퇴보의 도펀쩍 환경에 풀여 있픔 

• 국민의 압을 개선할수 있는 디지뭘 헬스케어, 비대면 쿄육 등의 
신스l업 붙야수요에 대해 과캄한규제혁신 및 청부 지월Al업 힐시가 

필요 

• 큐쩌때혁 펀담기구통환큐쩌|혁신으로기업투자활성화 

• 미래차 01차헌지, 비01오등산스법 불O뼈앓D 및서|쩌|지월확대, 
펀릎젠력 양엉획해,부풀기업 률의 업졸련환촉진 

• 유니콘 기업 토뺑 촉짐으로써|계 3Cll 유니콘 강국 달성 
-Al. 문화콘텐츠 헬션|어. 금융 등 다양한 분0뻐|서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월으로 서|계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서비스혁신 및 묘뱅l업훨앵화져l도도웹•.xt뭘으로 디지뭘 뭘책|어 

확대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씌|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책|어 주상담의’ 체도 도입 

- 도서 · 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먼 진료 시범사업 확대 

• 코로나19로확때되는교육 및껑보격차·빠틀 위한신스I업 육성 

-AR. 얘, 메타버스 둥 비대면 교육시에도 학음효과 극대화 
위한혁신지원및정부구매계획수립 

- 무인화, 비대면효|;로 발생하는 정보취약계충 격차 해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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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꼈습니다. 

• 국내 빅터l크기업도를햇폴네트워크쩌17보냥|여간판곁쩌|훌급부뭄에IAi 

빠링II 성장하고 었으며, 자회시를통해 은행, 증권, 보험 률 급융업 

부문으로도업무를확해 

• 확근 발생한일부온라인 를랫폼의 사업모멜{·셉!훌ssmoc뼈}이 
금융소비자보효를 위한규율에 저혹되는사려|가 았는등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모호한 상활·||서 규률쩌뼈ν}를명확한싱활 

• 이에 따라 빅터l크금융업 확대에 대비한금융규률처빠를형비하되 

훌소형 핀터l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도입을 저혜하지 웰고 

혁신률 혹진할수 잊도록 구혹힐 필요 

• 빅테크 곰융업 큐률체계 쩔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터|크 생태계 특성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 디지훨 혁신금융 생태계 죠성 
-Al·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강호}를통한 데이터 이용환경 개선 

-블록처|인 등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해 

- 플랫폼에 대한금융소비자보호 강화 

-01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규쩌|혁따 

03 

활합 

톨뽑 

글로벌기업환청에맞게 
기업관련법을정비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기업경쩨 관헌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쁨어자는특수관계인 천촉범위 

(혈폭6흩, 인혁 캘롤}쩍용으로 헌혀 요·|하지 뭇했댄 ξ!인척 회사가 

계얼사로 편입되는 률 부쩍용률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철비할 필요 

*전경련 여론초샤 친족 범위 국민인식 쪼Af ... 3혼(34.3%). 

4촌(32.6%). 직계잭(11.없) 순 {짧1.잉 

• 주요 선한국과 달리 경엉권 방어 수판이 미비, 이에 벤쳐기업 청업자가 

경엉켠에 대한부담 없이 투자를유치하고 기업의 E뱅쩍 경엉켠률 

확보할수잊는빙안필요 

• 기엄청제 판헌 법형상특수관계인 쩌l도 운명의 합리쩍 개션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초점 

- 경제적 공돔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둥 

· 선힌경명권방어수단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복수의결권 저l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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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훨자산거래 A탬이 급촉흩| 성장하였으나, 그동안져l도권 편입에 

대한부정쩍 시각과시장관리 풍심의 소극쩍 정책대용므로관련 

ξ뱀의 효훌과투~f.자보호에는 미흩l 공정한Al장 짙서 확립 뭘 

디지뭘~I산투~I차보호 필요 

• 특히, 제대로 된 투X까보효징차를갖혼 범쩌홈}를뿔f한체 서l금뿜 

부과함으로써 투,. .. 자들의 앙밴l만혹발. 저|반시스햄 완비 및 공킴할수 

없는과세체계마현필요 

• 코인 투자수의 5,000묘맨l까지 완헌 비과셰 

-先정비·後과셰원칙 

• ‘디지훨자산 기본법’ 제쩔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흰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체도 도입 · 확대 

- 디지털자신거래계화와 은행을 연계人|키늠 전문금융기관육성 

• 국내 코인발행(IC。) 허용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석부터 시작 

※|단)(lnttial 당상Br핍e Offe끼『빙); 투지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츰뼈하논 방법. 거래소까 충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투 

자자시01에서 검층자와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휘험을 줄일 

수있음 

._ NFT 활생화틀 톨한 신개범 디지멀지산시장 육성 

- 다양한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월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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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전화로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꼈습니다. 

• 루리 주식시장에서 기엉의 성과와과힐미 지l본λ댐에 휠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를아가~I 뭇하는 상활 

• 보다공쩔한시장쩌l도를 조성하여 제대로 된 기업차| 평가를톨혜 

기업과투자자카 윈윈흘|는섣힌 주식시장토대 마련 

• 개인투자자에 대한세쩌| 지훨 킬화 

- 주식양도소특세 펴|지 

- 층권거래셰 적징 수준으로 유지 

• 주식 물쩍 불할 요건 강화 및 추추 보호대책 쩌l도화 
- 분할자회사상장 엄격 제한, ~I.A.I업을 분할하여 별토 회사로 상장 

하는경우모회사주챔|ι투요암권부여하논방안등관련규정정비 

- 자회사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주주에게 일정 비율을공모기로 

청악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궐 부여 가능 

• 추삭 싱헝펴짜|의 요건 정비 및싱헝펴|지 과정의 E뼈|획 관리 쳐뼈| 확태 
- 상장 지촉성이 존재함왜|토 전격 상짐쩍|지 되지 않토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회{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동) 추진 

• 내부자의 부쩌|한 지붐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저l도 개선 

- 부쩌받장내 au되Al간외 매도포햄를특정키간 내 일정한도로저|한 

- 주식지분을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채검토 

• 를범 공매도 근혈 뭘 공매도 운명의 합리쩍 쩨도 개션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기조직에 준등|는 형사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Al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므로조정 

- 주재}락 과토할 경우 지동으로 공매되}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쩔성 획기쩍 개선 
- 회계와공시의 투명성 저|고, 자본시장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l 주기조작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01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저|재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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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올 
더욱강화하겠습니다. 

• 가훈금리 인상시 대훌금리와 예를금리의 E뻗흙도 차이에 따를 

예대급리차확대로 요빼 소비자를융 부팀과를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밭챙 

• 기족시훨 메시지 등새로폴 유혈의 보이스 피싱 피훌”가근혐되지 않은 
상훨에서 취약금융소비지으| 피해 방지 및 보효률 휘한보다샅효혁인 

조치필요 

• 금융단뺀은흥?|하고있X멘E뺀처리에힘뼈이 컬라는등금융소빠} 

보효애 n흡하다는지적 

• 과도한 예금 - 대출금리 격차 해소 
-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토 로입 

- 필요시 기싼널리 적절성 검토 및 담힘요소 점검 추진 

• 붙법 사를융 뭘 보이스피싱에 엄청한 법 집행 강확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율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상시죠직설치 

- 보O낱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 강화 

• 금융소비자 피혜구쩌때도의 십효성 찌l고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톡랍성 강화. 금융 민원 때스트트랙 채도 

도입등 



를훨과 
힐에를를 
만를빼까늘 
AH를를 
매한민국 

중소·벤처기업육성 

01 

활합 

.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쑥쑥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복원하겠습니다-

• 충소 • 벤처기업은충견기업E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성장하는 

과철이 험난하고 훨업 위추외 지월쩔책으로훌소 • 벤쳐 ·흥견기업은 

현샅도미래도불투명 

- 중소기업은 정부 여|신과 공공조달의 보호에 머물러 피터팬증후군을 

겪고 충견기업은 대기업 수훈의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업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음 

• 기업의 스케일업 지월 확대에 초점을 루고, 중소 • 벤처 • 흥견기엉의 

자생렬 강확, 끊어핀 성장사다리 복원, 지속가늄한 성장 기맡밭 

구혹하여 양쩍 힐쩍 도약률 동시에 아룰 수 있는 셜효쩍 지원이 필요 

• 흥소·벤처기얻자뭔Al업종합형7빼혁슨썽장표로그램’으로개편 

- 충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성장시 3년 유쩌171ξ벡 획돼 적용 

- 정부의 지원 역할 강화 · 실리콘밸리형 모델 활용 

• 중소 •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촉 강화 
- 성장왜| 절대 필요한 자금조달 위해 스케일업 맞충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대폭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해 신산업 친출 지원 강화 

- 성실 설때에 대한 채도전 환경 조성 

• 흥견기얻의 유횡벌 뭘 엉홍벌 특성에 맞게 단계벌 지훨과 육성 
-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충점 

• 훌견기엉의 셔|체 지핸 강화, 충견기업 도약 지훨 펀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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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벤쳐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입쩍뭘에게 추식매수청구련 

.특률션) 체공하고 있으나 스특률』 행사시 낳은 비과세 한도와 

누전소특셰률 구호로실힐쩍인 요벤티브 역할를 하지 뭇활 

• 우수 인채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형구권(스톡옵션) 

행샤시 비패|한도상향압억웬 

• 코스닥상창기업에도헬AIOI익 과셰특례 척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비과세, 행사이익 셰금분할 납부, 양토시점 과셰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확대 

중소·벤처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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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물류대란과공급방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 선쩍공간 부혹, 해싱운임 급률에 따를 물류 시태로 출소기업 
경명환경익확 

- 코로나19로 세계 운송사 구초초점 경제회복으로 물류대란 심화 

•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를로벌 공릅망 위기에 따른 출소기업의 

안정쩍 훨자채 수엉 리스크 충가 

• 충소기엉 헌용 선쩍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를바우쳐확해 

- 국적 해운선사 활용한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 

• 출소기엉의 채고련략 현활에 따를 비용 부담 왼확 
-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 공릅망 쩔보체공 뭘 헌설팀 지원률 위한 룡힐 거버넌스 구혹 

-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힘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 특정 국가의 와폰도 낯후기 위한 수입쳐 다변화, 리쇼어링 률 

글로벌 공릅망 요뱅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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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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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흩 과청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외상거래가 맙아 수흩대픔을 

획수몽흩|는 경루가 발생- 이를 빙~I하기 위한부역 보즘과보험 지월 

조치강확필요한상활 

• 출소기업 대롤의 글촉한 상용 상활에서 만기연장, 삼환유예 훌료 시 

출소기업의 어려움 기총, 금융지원 연장 요구 흥대 

• 수출 이천 단껴|(수훌를 선쩍 헌후뻐| 수출풀 완성과 외상거래 관현. 

기업이 시중은행메서 대를과수를대금 현금화톨 위해 무역금융 

보증지월확대 

- 수출 관련 원훨한 자글조달로 기업경영 환경 개선 

근로자후생강화촉친 

• 수훌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률해 수훌대급률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혜보상 확대 

- 수출채권 헌금화 보층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 보호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3월 이후 중소기업의 

대흩뭘금 상환 만기 연장과 01자 유예를 연장해 기업의 피산 방지 

• 훌소기업의 지축성장를 우빼 산Al업 투X뻐| 필요한자금지훤 대폭확대 

- 신시엽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 적극 지월으로 채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육성 

05 중소기업이장수기업으로성장하도록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돕겠습니다. 

쪽협 

.뿔 

• 베이비붐 셰대의 고헝화, 기법 대표자의 고형화로 출소기업 승계 

수요의를격한증가예상 

-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 기업 소유권과 

경영켠의 단순 이전01 아닌 종합적 경영 능력 이전 과정 

• 가엽송계 시 셰계 획고 수훈의 죠셰부담, 판련 정책 부흑 등 
월활한 가엽승껴|가 어려워 우량 징수기업의 폐업과 매각 위험 

• 월활한 가업승겨}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원확 

- 업종 변경 제한 펴|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촉 

• 중소기엉의 계획쩍 승계 지월을 위한 사전(死前}흥여쩌l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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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육성 

06 ESG 경영지원강화로중소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돕겠습니다. 

휠협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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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명에 환경, 사회쩍 핵임, 지배구초 개선 륨을 묘뱅한 당월 

확혜가 뉴노멀인 상활며l도, 출소 • 벤처기업의 대용 역량은 부족한 

상활 

• 항부의 X빼 탄소훌l」 션얻은 기업 부담 기충과 경명 압박으로 획용 
- 저흡업 종심 ι범구초인 우리나라는 탄소종립으로종소기얻의 

비용 부담 확해 등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생존 차원의 

맞춤형대책마련시급 

• 출소 • 벤처기업의 타월 역량 강화 뭘 획용 확대를 위한 대용시스템 

구혹 

- 민관 합동 컨트톨타워 설치, 로드랩 마련, 부처벌 정책 효율적 추진 

- 당E 평가지효의 표준화 추진 

- 단원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활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이 혐력 흥소 • 벤처기업 틀에 당월 경엉역량과 기흩혐력 혹친 
- 많)(3 관련 다양한 대 • 중소 ·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중소·벤처기업육성 

07 중소 중견기업의맞춤형디지털전환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높이겠습니다. 

쪽협 

.뀔 

~ .µ~업혁명 시대에는 디지뭘 헌환을 톨환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데, 

출소기엉과 서비스업 분이펙 디지. 헌활 수훈은 상당히 뒤벌어쳐 

있음 

-OECD 평균에 비해 클라우드 컴휴팅 빅데이터 활용 등의 비중이 

크게 낮고, 인더스트리 4.0 동 생산셜비의 스마트화도 뒤처짐 

• 중소기엉의 경쟁력 향상을 위혜 형부 차월의 디지훨 련활 지월 
프로그램필요 

• 출소 • 훌견기업에 대한 디지휠헌환 투자서쩌| 지뭘 확해 

- 공징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확,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X뻐| 대한세제지원 강화 

• 디지뭘헌환 클라우드 를랫폼 서비쇠m용필)의 충소· 충천기업 

보급,확산지뭘 

• 미래형 스마트공장구혹 지월 뭘 여|산 확대 
- 스마트공장 구혹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융자 지원 규모 확대 

- 로봇 · 센서 등 핵심 t법의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앓D 지원 강화 

• 노후 산단 공톨화 지역룰 정부· Al지쩌| 지뭘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개조 

• 출소기얻의 비대면 훨격근무 민표라 구혹 지원 대상을 확대. 
O홉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써|찌I면으로 

확해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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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소·벤처기얻육성 

08 좁존융몇켈鍵좋옳화좋露짧습니다. 

휠빨 

톨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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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률소기업 간노동생산성 격차싱화로 앙극화 문체 해소필요성 

층대 

Ill- OECD 효덜펌쩌l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 률이 킬한 임금 톨평률을 

야기효tct.고 지쩍(2C원1년}, IMO(국제경명개빼대학월}는 효박의 

노률생산성 $위, 인력생산성 %위로 펼가 

• 률소기럽과 근로자, 관헌 단체를의 흥소기업 경쟁획 강확 대핵 마헌 

필요썽층대 

• 향후 5년깐 흥소기업 경쟁력 강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현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저|정,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 훌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월획 설치, 지원시스램 도엄해 체계척 관리, 

출소기업 생산성 향싱과 양뢰의 일자리 청훌 휴도 

• 사양산업 뭘 재벌기업의 구죠조껑 대비 산업 ·노훌 ·급융· 셔때|

R&D 지월정책 포필하는 산업구조 헌환 지훨 판현 쩌l도 마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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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협 

룰뀔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 

~ .µ~업혁명, 5G6G 가촉화, 디지뭘 • 비대면 경제 확산, 셰계척인 

반도체 수요폭증으로 l반도체 *1E-WOI클’ 진입, 반도체를 톨러싼 

글로낼 때켠경쟁 구도 심화 

- 미국의 투자 유치 강화, 증국의 반도처| 굴키, 유럽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제도 • 예산 동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하며 경제안보 

차원으로접근 

•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메모리 붙야 초격차유지, 파운드리 붐아 선도국 추월 

- 미래차 믿공지날짜 6G 이동통신. 로봇. |。T가진 등 
채|대 반도체 샘 Al원 깅확 

• 설효쩍민 반도쩌~업 지원대혜 마련 
-댔D 및시설투자세제공제확대 전력·공업용수듬인프라 

신속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 경쟁국 수훈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Al원시스램 정비 

• 반도체 뭘 지뭘기출 인력 10만명 양성 

- 반돼| • 컴퓨터공학과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Af정해 

확대 

- 석 • 박사급 반도처I~겁계의 전문인력 확충 

-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반도체교육 

• 추요국를의 반도쳐암!업 육성과 공급맘 채흰에 대용한 톨상 협력 및 

톨맴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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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2 요소수 대란을 확질히 
막겠습니다. 

• 글로범 때켠 경쟁, 무역 감등으로 요소수 대란 등 글로벌 공륨망 

휘약성이 부각되며, 뭘자체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 

-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초침이 기존 ’효율성’어|서 ’안정성’으로 

전환 

• 요소수 외메도 탄소풍링 시대 핀환령 기슬의 빠른 변화, 

미래먹거리 ·;법 경쟁 틀어| 따라 핵심 뭘료 및 부풀의 공급망룰 

예측하고 신속 대응해야 활상활 

• 클로벌 공급망 훌합점검 및 대책 마헌을 위한 시스햄 확립, 

주요 선잔국졸심의 기슐동맹 천빼{| 기민한 대용쳐|체 구혹 

-산업통상재부등에봄신되어 있는공급망챔|상황을좀합재정비, 

통상쿄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71솔 · 안보 • 톨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 

- 전략물자 캐념을 글로벌 밸류흥||인에 적용해 대응 

• 대외 의촌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혜 수링. 수입쳐 다변화, 체고량 

유지강화 

• 공급망 채편 판련 련후방t뼈 내 훌소·훌견기업의 명할 최소회를 

위한 출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 

경쩌|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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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협 

활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확대해 청년 · 여생 
혁신기업의 창엽과성장을지원하꼈습니다. 

• 민간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창업 효기 기업과청년 • 여성 기업에 

정부 지뭘률 집출하고, 스케일엉에 민간 x•본 참여를 쩍극 유도하여 

벤처 투자 생태계어써 민간 역할몰 강화 

• 벤처 생태계 규모 뭘 다양성 확해와 뮤니롤 기업를 통한 밀자리 
훨훌로 저성장의 룰뼈l를 극복혜 가야 할 필요 

• 모태펀드를 톨한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 • 여성창업 

지월 강확로 스타트업 샘태계 큐모 뭘 다양성 대폭 확해 

• 벤처기얻 스케임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 기업형 벤처캐피탤αIC)의 빠른 안착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투자활성화 

- 스케일업 및 회수 시징쩌| 대규모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민간 충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 민간투Z뚜도형 기술창업지원(TIPS백대를 통한 답테크 

(침닫기술 기반)스타트업 및 벤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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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 조선산업 생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 해운산업은무리나라수흩입물량의 잃.홉를운총, 국가 비싱시 

첼시톨자수솔률국가경제 뭘 안보빼| 흥추쩍 역할 

~ IMO{국쩨SH사기구)의 국쩌뱀혜선박환경큐쩌| 강화로천흰령 선박으로 

펀환블가피 

• 루수 섣회주 인증쩌| 훨성화 
- 부정기 회주 포함 및 인종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저탄소 배를 고부가가치 찬환경션박의 생산 · 수주 확대 뭘 연구개밭 
지훨 

• 자를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힐만 개밭 획대 

• 힐만지역 해양산업톨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 선진국휠 해앙관뀔임프라 구혹 
- 해종생태공원, 해S약변공원 해상O멤아리움등블루투어리즘a화 

경쩌|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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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뿔 

국내복귀기업에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세계혁 공급망 채편성 후세에 확극 대용하고 국내 밑X댄| 확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유텀 기업)에 대한 지뭘 뭘요성 층가 

- 유턴기업 선정 요건과서쩌| 지원 요건이 상이해 요건 등 완화 필요 

-2015∼2019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업은 2〔)건에 불과 

~ Al업장신 l률혈 기ζ를 료야L빼 유린기업 세액감면 요건 원확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 펴|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시업장 

신 ·증설 완료하는 경우로 서|제 지원 

• l큐찌|쩌l로’ ‘사후큐체’ 보조급 확대, Jit격쩍 감셰 조치 률 

획신시스멜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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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빼 적극 대웅하겠습니다. 

... wr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71운데 양자 • 지역 차원의 
디지휠무역큐범은강화 

• 디지뭘률상률 톨상휠경 급변, 선흐백<>I 디지뭘 무역협쩔을 추도하는 
상횡에서 효널띈수동쩍인 짜서|가 아닌 헌략쩍으로 대용해야 할상황 

- 인도 등 신남방 지역.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 대한 

차별화된 디지털 통상정책 필요 

• 성장가능성 높은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잊훌횡 디지뭘 무역협정 
헌략수립및추잔 

• 씨로구촉되는 디지틸 톨상혈서에 국내 ι법외 경쟁력 강화기반조성 
- 제토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 구축. 

wro 전자상거래 협상 주도 
- 미국 중국 일본 틈 주요 경쟁국 간 디지뭘 무역큐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치원의 전략적 대응 



츰홈하고두룸한북지 

열심히 일히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01 

"' ,,효생활보장쩌l도와 비빈관률위소특 g뼈,) AIOI에 았는 밑하는 

저소특훌을 위한지월 체계 미흘 

• 일활 기획 제공과 힘찌| 말를 통해 밑빈곤률 유도할수 었는 
쩍극쩍지훨월요 

활합 

를훨과 
힐에를를 
만를빼까늘 
AH를를 
매한민국 

• 멸심히 일하는저소특흥률 지뭘하는근로첼뼈때| 대상확대 뭘 

지월금액인상 

- 근로장려세져l(Eπ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굽액싱향 

.뿔 

하 

(댐:E빼기 l톨당~~~닐븐를l 

지급액 

330 

312 

' 
1β00 

165 

~뻐 없L믿
 

g 

觀
2AOO 

현찌{ 근료장려금확대공약 

가구원구성 
총소득 

최대자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기준금액 (20%상햄 (10%. 20%상행 

단독가구 zα)()C.J벤 150'C!변 2,400묘변 
165만원 

(1()% 상향) 

흩벌01가구 aαm만원 260만원 3,600만원 
312만원 

(20%상항) 

맞벌이가구 3,6CXJD.J원 300만원 4320만원 
330't.뺀 

(HJ% 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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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반쩍인 복-Al확대 과청에서 가장 빼약한 집단먼 빈곤흘이 소외되고 

없므며, 부양의무자 기훈, 체산소특흰신쳐| 률으로 인해 여헌히 광범 

위함 

• 기효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를 확대해 빈곤 문제를 확콕쩍으로 
해소할 필요가 입고, 징애인, 노인, 이동률 포힘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월이 았을 경우, 후가쩍 지뭘이 필요함 

• 생계급여 지급기출을 기훈 충위소특 파%어|서 35%.로 단계쩍 싱향 

• 국민기효생활보장제도의 채산소특환산쩌|에 채산 것오표쩌|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채산 한도맥 초과붐쩌| 대한 

주거용 빠환·~흘〈월 1.여%) 적용을 펴|지 또는 대폭 완화 

• 장애인, 노인, 아톨, 근로능력미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기구에월1(필벤후가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곱i자의 급여액 곁정 시 큰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체를많뼈까지확대 

츰홈하고두룸한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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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선헝가춘과 넓은사Z양|대로 요폐| 국민71훌쌍훨i보장체도는 

E발한위기 상활에 대한실힐쩍01고t낼한[ff처에 한껴|노흩 

• 현행 긴급복지지원 쩌l도는 개인이 여|혹휠 수 없는 위기 상활대쳐에 
미홉 

- 김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불획실성 증자 모든 국민의 

채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필요 

• 도움이필요웰{또복지큼여를산흘홉짜|않커나하지못빼,어려운 

상활에 처히는 시려|가 계촉 발생하고 았음I 복지 사각지대를 

쩍극쩍으로 찾아내 t낼흩| 자뭘할필요 

• 현 ζ답복~~댄져l도를국민E뱀X맨체도로확대 ·7H편 
- 코로나19와 같은 국기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01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싱횡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 

- 주거용 재산 기준 펴|지, 금융재산 기준 상향 

- 선Af원-후처리 원칙의무선 지원71ξ!을48k만이내로혹소,끊복지 

지원 인력을확대해국민이 토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스낼하케 자원 

- 지원쁨엑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지원 7l:c!를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 A홈l보장관련정보간염껴l 빅데이터를활용한복~IAI리~I대혹소 
- 복지정보, 국세청 · 행정안전부등 행정부처 자료등모든사회보장 

관련정보싸템연겨빼행H주7뽑특정위햄{빠출될수g갚는국단뻐꺼| 

관련복지제도시전정보제공, 필요한복지서버스연계 및 개발 

- 단전 • 단수, 카드체납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A박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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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복지시혈 운명을를한수요자 맞홈서비스 져|공l 복·μ|혈 

훈명 효률성 제고필요성 증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민프래인터넷 환경, 디지털 

기기 보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양성 동) 구축이 시급함 

• 디지뭘,셰, 빅데이터 둥을 활용해 사화복X써비스틀강획해| 
위해셔는사화복JtlAI실의 디지휠화 필요 

• 사획서비스 디지뭘 현활 원단 뭘 디지뭘 펀환 모멜 개발 
-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디지될 업무 환경 친단 

- 사회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g〕C 지원방안 설계 및 

단계별추진 

-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댐 구축 

• 사획서비스체공 인력 디지멸 역량쩌l고 교육 획대 

• 스마트 복지시설 션도사업 및 환국 운영 확대 

-스마트복지시설표준서비스개발 

- 스마트 복지시설 전국 운영 확대 

츰홈하고두룸한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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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 샘의 힐 향상을 위해 사화복·|서비스를체공훌|는졸사자수는 
층:71하고 잊므나, 멸익한근로환령과처루로 인해 양힐의 서비스 

체공의 제약요인으로 짝용 

• 사획복지서비스훌사I뻐 암금''°$라인 훈수 뭘 처우 7H션를통해 
켠의 보호 및 양짙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현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쩍용 기훈 E엔화 
-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 간 인건비 가이드라민 단일화 개선 

- 소관 부처간 임금 차이 합리적 교정 

• 톨볼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채가 및 시설), 생활복지새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직접 제곰인력의 임듬체계 개선(치매노인 

죠뱅등업무강도고려) 

- 강도 놀은 톨봄 체공 시간 낮추고 시급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돌봅인력고용 

•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옐치 
-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권역별 지원기구 설치 고려) 

-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 

종시차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 지원 

- 사회서비스 종샤자의 쉽과 회복을 위한 안식월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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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활성화틀 위해 연말쩔산 개인가부자 서|액훌체 한도를 
5% 추가상향 

- (1천만원 이하) 15%-• 20% 

- ( 1천만원 초과)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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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을 털어 드리겠습니다. 

• 서률 o~파트 헌써|가격 상승를이 2년 언흑 매매가격 상승를 후월 

-2020년 전세가격 상승률{14.24%) > 매매가격 상승률{13.81%) 

-2021년 9월 71훈, 전세가격 상승률(9.97%) > 매매가격 상승률 
(9.74~아 

• 획큰 헌셰의 월셰화 현상이 기촉화되고, 월세 가격 상송 등이 
나타나저소득l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01 가중 

~ 2021년 5월 기훈 평균 월서|가격븐 73'l!뺀, 연간 약876'l!밴엘로 

세액공쩌까 쩍용되는 월세액 한퇴끊반뭘}를싱희l 월세액 한도를 

현실확힐필요 

• 월세는 소득 종 l하위가구의 대표쩍인 주거엄차 형태인 만큼 월셰액 
공져| 확대는 풍 ·하위기구의 추거비 부담 경감에 도률 

• 전서l자금대흩 뭘리금 상흰액에 대한 소득공체 확대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국E루택큐모주택 임치인 

-소득공제율 확대 : 40% • 50% 

-공체액 한토 : 300묘뭔 • 400'l!뭔(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 

• 월세 서|액공체률 상향으로 서민 ·풍산흥의 추커비 부담 경감 

- 대상 : 총급여액 7천E벤 01하〈종합소득 6천E변 01해 무주택자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능 기준시가3억월 이하 

-세액공제율 2배 상향 : 7천만원 01해10→ '2<J'/o) I 
5,5C댄뺀 01해12%→ 24%) 

- 年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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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올 
보장하겠습니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 채고량은 161:웬호(2019년)료 헌찌| 추택채고량의 

7.~수훈 

• 헌껴| ,,구의 3.7%가 상차, 공장, 여관, 고시뭘. 판흥l엠, 

비닐하루스 룰 얼악한 비쩔상 거처 거주자 

• 쭈거글여 대상자가확대되고글여 수출이 현심회률}고 있지만. 

여헌히 사각지대가 폰채하고 글여 수훈01 낯음 

• 공콩임대주택의 양쩍. 힐쩍 획흥 
-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언평균 10만 호씩 50만호 

공급{호당 면적 규모를 확대하고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있는곳에공굽) 

- 복합개발과 리모텔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개선 

-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대신 

(임대료는시장가격의껍 01해시업AIOI!게각종세금감면 혜택 부여 

- 처|계적인 잉주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대기자명부 

제도정착 

• 비정상 거쳐 거주Jtt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주거급여 외에 정상커처 이전조건부비우처자급(OI사비 등에 Al용〉 

• 후거클여 대상 확대 뭘 급여의 현혈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종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춘이 되는 기춘임대료를 1α%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세분화동뼈 흰실에 

맞게기준임대료설정 

- 주거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굽여 일부로 산정 

(생계급여와의 역할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구해|눈 01시섭| 바우처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지굽 대상 확대(1인가구 봄리 기훈 나이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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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202(쩔i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현혜 모집 비률의 n.앓를 

차~I 

- 수시의 큰 비충을 차~I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천형(학종띈 일명 

‘깜낌이’ 전형으로 불랄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 문체가 제기되었고 

’조권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롤이 60%를 넘어섬 

-교육부가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농벤를 

발표했지만 복잡한 대입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얀감은 

여전함 

• 대업체도의 투명성 • 공형성 강확로 부모 찬스 치를!하고 
사:i!: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 입시비리 요뺑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강화 

- 메타버스 기반 r대입 진로진학 건설팅」 제공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벌하는 정시 로집민원 비률률 확해하고 
대입펀형도단순화 

-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 

• 미래 쿄육수앓}사회변화를 만뱅하는새로운 대입찌l도 마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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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채용시험과국가~·력시험에 특청민에 대한특려|져l도와 

,~혐 쩌l도가 있어 논란 

• 노조의 고용서|숍, 편법혁 천인척 고용 승계, 련 • 현직 멈직월 자녀 

특혜채용이지주발생 

• 채용 비리를근훨하기 위한 칙련조사와상시단속이 al믿월}고, 
법형이 미비하여 처법에 한계 

• 채용 비리 근훨률위한 ‘공철채용법’쩌|쩔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회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따| 포괄하는 ‘공정채용법’므로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체 •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세무샤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등), 

채용 기산점 저|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무효화 

-친인척 고용승계나전 • 현칙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적발시l 

관련자입사원천무효화 

• 빼용삐|라톨휠!신고센터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틀 설치하여 

상시 단속 · 점검 강화, 직권조싸 및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어| 대한 

포상제도운영 

공청사회 

03 

쪽협 

.뿔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플랫폼훌사자, 1민 자명업자률 휘악계흥01 노동법쩌l도 및 

사회안헌망의 사각지대 노흩 

-플랫폼종사자 규모 220만명 이상 계속 확대, 1인 자영업자의 수 

400만명이상 

- 단기적 • 집중적 소득활동쩌|서 장기적 • 자속적 직업활동으로 

전환 추서|임에도 직업활동해| 걸맞는 계약규칙, 노동규칙 부채 

• 청년 실업률 증가, 양힐의 일자리 부족 상훨메서 구작률 뭘하는 
청년톨이 한시쩍 아르바이트(밑바)어| 내몰리는 상활 

- 알비는 대부분 한λ|적 • 임시적 일자리로, 단기의 기간처| 및 

파트타임형태가대부분 

• 플랫폴훌Af.자률모든노무쩨공쐐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듣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 ’청년아르바이트금로자보효법’ 마헌 
- 기간제 및 단시죠탄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틀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 입금씌|를등청년 노톨궐 훨해 시 쓰낯한무료 법률서비스쩌|공 

- 임금체불, 열정페이, 휴가 및 휴일 미부여 등 청년알바어|게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맡으로 신속하케 상담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혹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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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로스쿨을만들어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 로스를 입시 련형어써 쩔량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쩍용해 

사회 경험자의 진학률 막는 장벽으로작용 

• 신뼈|쩍 • 사회쩍 • 결제쩍 취약껴|층를 위한 특벌헌형이 있치만, 

입학 후 생활고 때문에 확럽에 전냄할 수 없픔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았는 미래혈 로스를 필요성에 대한 여론 셜숙 

• 다g훈} 사획 경력자션발추진 
- 입시 전형에서 과도한 정량지표 평가비충을 줄이고i 다양한 

사회경험과 자격 등을 갖훈 인째를 충붐히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입시자율성확대 

-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징하여 

대학간위화캄해소 

-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하여 입시 과점에 외부위원의 참여 범위를 

획대하고 입시 부정 로스쿨은원! 01웃져빼관계자피면등강력히커| 

저|재 

•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훨장학급 지릅쩌l도 마헌 틀 
- 장학저l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하여 취약 계층쩌|게 실질적으로 

공정한학습기회틀보장 

- 지원 방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부운쩌|서 

근무하논 초건으로 장기저리 대출 

- 일정 괴목에 대한 학점 공유체 도입을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 

• 일하면서 공부힐 수 았는 미래혈 로스쿨 도입 
-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 ·OR별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 

도입 

-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듬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초인 수급 상황과로스쿨 학사관리 현황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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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 • 

• 톨껴|청이 밭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기부 운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23.짧2017넨→ 30.1뼈2019년륨 

층가 

- ’기부E쩌| 둥을 불신하여 71부하지 않았다’능 비율 역시 

8.9%(2017년) • 14_g뼈2019년)로 증가 

• 가부글 ia:체는 국민 성글률 투명하게 거루고 딘쳐|의 목쩍에 맞는 
시업률 설계해 쩡해진 혈차와 방법대로 Al출 필요 

• ?뷰급 'Et.쳐| 국민혐여 확~쩌l도j도입으로수입 • 지출투명성 쩌l고 
- 현장 · 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엉수증 발급 의무화 

-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 전용계좌 미사용시 때널티 강화 

- 사업벌 · 비목벌 세부 지출내역을 키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곰개, 

국민검층강화 

-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자출 증빙 의무화 

• 붙투명 • 부혜임한회계처리에 대한때널티 강화 
- 회계부정 • 자금유용 둥 불성실한자금 흐름이 확인된 딘체에 대해 

3년간 국셰정 개벌 검증 의무화 

- 기부금투명성 강화조치 위반시 기부금 모금체한, 과태료 부과등 

벌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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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 사획쩍 파장이 를 위법행위에 대한 엄청한현속고발켠 뺑시와 

보왼징치인 와무고밭요헝캔 햄시어| 대한잭관쩍인 기춘과 역할죠청 

필요 

• 현행볼쟁조형쩌파가7ff선띔에l도를구, 피빼;it!쩍신속한피&|{구체가 

미홈빠l는지쩍 

-ι박성과 전뭄성을 갖훈 체계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필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i 「기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i 「약관법」 듬 

6개법률도입·운영중 

• 중소기얻븐7발달휘틀Al헌에 방지하거나쩍뭘환구쩌l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품을 엮고 았는 힐청 

• 엄형하고 객관쩍인 전속고밭랜 뺑샤 
- 중소벤처기업부 둥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회로운 운용 추진 

• 대체쩍 붐쟁해곁체퇴뼈빼 활성확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저|점 둥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체고 

방안추진 

• 출소기업 기를 밑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철거래시스렘 구혹 

-사전 예방 수탄,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운영방안추진 

• 디지털 를랫폼 경제의 를공정 행위 규저| 뭘 소비자 권의 보효 강화 

- 를랫폼분야특유외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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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제도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최근 원자체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l 원채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흥소기업의 엉업이익 감소 률 청명난 기출 

- 상생협력법에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납품대듬초점협의제카 

있지만, 요건 복잡, 대기업과 거래단절 우려로 집행이 저조 

• 향후 톨I초훌힘 정책으로 민한 비용 상용 시에도 납풀 출소기업에 
부담이 전가훨 우려로 납품띔조형협의제 힐효성 져l고 둥 대획 뭘요 

• 월자채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뭘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충 원자재가격이 월정 수훈 이상 오톨 경우 와무쩍으로 
납풀대금조형혐의에 용하도록 관련 져l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미나 종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행협상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체 가격변화를 자동 표뺑하는 납품단가연톨체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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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징애여|울~띈 약3묘J2헌명으로 후산되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를 

• 징애인의 표현 욕구와 문화활동 욕구를 흘톨히 지뭘하~I 뭇빼 
활동이훨벌하지뭇함 

*발달장애인의 비율은전체 믿구중 9.0%01지만, 

장애예슐인 비률은 천쳐| 장애인 중 58.1% 

• 장애예슬인 활동공간과 여건이 미흩하고, 대부룰 수도권에 집흥 
*전운공간은 이음센터, 전문공연쟁2022년 개핀예정) 2깨 률과. 

축식형 창직스튜디오전무 

• 장애여l슬인 활동은 공공지원 의흔도가 놀아 생태계 죠성이 미흩 
썽애인문화예슐단체 가운데 10꽂만국고보조급시엽, 없%는공모사업 

• 징애예술E를의 활동활 수 았는 전문공간 뭘 프로그램 획총 
- 거점 국공립 문화시설에 창작활동 관접 배리어표리(없π밤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솔휠동을 제도적으로 보호 

- 비장매예솔인과 쿄류협력 제도 

• 장애여밤생태계 조성률 위한 맞츰혈 지월 뭘 여씬 지월 확대 

• 4차 ι뼈혁명시대 용휠활동기반 뭘 학플유흉기획 확대 
- 과학기술 융합 창작활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 프로그램 개발 

- 장애예슐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유룡기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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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과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태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 과도한 채건혹 • 채개발 큐쩌l로 인혜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릅 
부측으로 추택가격이 폭등힘에 따라 많븐 국민들이 고를받고 있음 

• 유주택자는 셰를훌판, 부주택지는 과도한 대흩 규제로 내 집 마헌이 

어려워지는 등 추택정책 천만H깨 대한 국민 를~이 콤 

• 현 철부가힐뭇펀 J.1장잔E를 바탕으로실효성 없는큐쩌|를 납벌해서 
생긴룬쩌| 

• 확실한 추택공급 형책으로 시장를 요뻗μ|키고 국민의 추거수훈 쩌l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쩌| 주력하되, 시장 안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깨발도 고려 

• 5년간 앙뿔i호 이상 공급{수도켠 13C멘호 01상 최대 150만회 
- 채건축 ·채개발 47만호(수토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고매|익 부담듬 완확, 신속 통합 인허가 용작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 ∼ 30% 확대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휠수도권 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억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회 ; 치랑 

기지와 Al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 입체화 개발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1앤f호(수도권 6.5만회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1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회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뿔휠수도권 1걷찮) ; 서울상생주택, 매입g썽 민간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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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채건축 · 리모탤링을 활생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 신규 O따}트 공급의 대부붐은 재개발· 째건혹을 톨해 이루어지는데 

를째인쩔부 5년동안률앙청부와서률시가 다길이 규체를 7밸빼 

청비사업이 크게 위혹되고 산큐에서는 아파트공릅이 릅킴하여 

집합싱용의 중요한 원인이 띔 

• 현 정부가 안펀한단 평가황목 률 ‘구조안헌성’ 기충치를 높이고, 

‘조건부 체건혹’ 판정 시 쩍징성 검토를 와무확한 이후 채건혹 

룰가 표뱅이 16.5배 츰가 

•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힐이 흥요하지만, 훌앙정부 차훨어|서 규쩌| 
합를|화틀 톨한 청책지뭘도 필요 

• 재건혹 청멀안전핀단 기훈의 힐를|쩍 !E:훨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닫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종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기종치 상향조정 

현행 

개선(안) 

• 채건혹 효과·|익 활수체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춘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t:tl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붐양가 규껴| 운명 합를|화 

- 토.Al비용과 건촉비. 기t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특성븐뱅 

• 기부쐐납 운영기훈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큐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이 낳은 지역은 공공 힐여 채개밭 후진 
-XI지처|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시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싱앙도、 시업비 지원 

• 신촉한 리모멜링 추E를 위한 법쩍, 쩌l도쩍 개션 
- 주택법과 벌도로 ‘리모댈링 추진법’ 저|정 

-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점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 • 수평 증축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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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 수도련 5개 신도시{붙당, 밑산, 평혼, 산본, 출동}는 약 월만 가구의 

보급자리임.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톨이 

노후화되고 츰간소음과 추,j:•AI설 부혹 등 생활를핸이 야기되고 잊음 

• 1기 심도시의 황우 평균 용쩍률 169 ∼ Z뤘%로 고밀 고훌 아파트까 
많아 노후 단톡추택과 저흥 공동추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촌 채형비 

뭘획을쩍용하기어려물 

• 「1기 신도시 채형비사업 혹죠!을 위한 특낼법」 쩌|청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체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확, 뭄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 포함 

• 1기 신도시에 양짙의 추택 1맨I흐 공급 기반구촉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톨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엽을 추친,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 

• 3기 심도시 률쩌”기 신도시 채정비를 위한 이주 헌용 단지 마헌 
- 3기 신도시와 출소규모의 곰곰택지개발사업지구어|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어 재정비 사업에 

따른주택가격상승및전세난등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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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단독·다가구주택 정비를활생회동}여 
거주환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 저흥 주거지역은 재개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후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없고 필지붙 소규모주해 쩔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 시설 룬쩌l로 추진이 어려움 

• 부청형의 뀔지 단위 개밭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불가능하고 
수익성도 낳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 없는 

추택은 신흔부부등 젊은층의 수요가 확음 

• 문째인쩔부는2·4대핵으로공공개발률추젠하고없으나보상채월, 

수의성 등 룬찌l로 밑부 시범사업을 체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낯음 

• 소규모휴. 쩔님싸업 쩍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치장을 

건셜하거냐 건혈을 지원하여 주치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 •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혹 허용 

-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주치잠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히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어 인근 주민에케 주치잠으로 제공{이용자틀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 도로로 구획된 면쩍톨 아니라 인협 토지 밑부 포함 허용, 

용짝를 확대, 매입 혐의 훨차신흑 지원 

• 추택도Al기금과문화 • 체육시설에 추로Al용되는 생활g〕C 지뭘 

째뭘어|서 주차장, 복JtlAI혈 률 지뭘 

• 지역 청년들의 소자붙 창업 지훨, 노헌카메 등 허용지역 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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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을 청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강화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시장의 작동뭔리를부λ|한 임대차법 개청, 다주택자틀에 대한 

과도한률과세 률현 청부외 정책 실때로 임차가구의 주거 E뱅 악화 

~ 2020년 7월 계약갱신헝구권과 펀월셰 상효뼈| 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펀윌서까릅률하고 핸l매톨이 갑소 

•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첩에 따라 전셰보훌금과 
매매가격이 차률화되는 률 Al장 힐서의 혼란 야기 

• 다추택자에 대한 훌부써|가 대폭 인상되자 셰금 요냉붐이 
헌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기구의 입차료 부담 상용 

· 임대차법펀면채검토 

- 임대차3법의 적절한개정과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치인 권익 보호 

• 틀.임대사업자지월쩌l도채정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릭전용면적 60111' 

01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토소득세 

중과세 배제 동 서|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민상률 상한 이하로 제흔념i여 

임차인의 일차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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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동}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카 주커 취약계홈으로 쩨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뭄제가 밭생하고, 엉주I띤l 주거 이동이 

원훨하,xi 뭇한 룬쩌|가 혼재 

• 모돈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를 체공할 수 없으므로 
곰곰임대주택과 활쩨 민E범대주택의 곰릅 활성화 월요 

• 문째인 황부외 X뻐쩌l도혹쇄큐제 강화률 민간임대주택쩔핵힐패로 

주택가격과 헌월셰 가격이 글들하자, 그 핵암률 민ζ엠대 사업지에게 

떠넘김 

-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임대 주택시장은 크게 위촉된 상태 

• 셔|체 뭘 곰융지뭘 강획로 징?I 민건임대주택 시장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믿같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배정 

-10년 이상 잠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체율을 현행 

m빼|서 80%.로상향 

- 임대주택 시업자 지원정책 줌단 방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껴|훌혼흩Kso빼| n빼률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휘으채홈에 배쩔 

- 휘2f.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Al장7백보다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맥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수 있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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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GDP 대비 부톨산 관련 셰금 장혐펀 OEC꾀 국가 

출에서 최상위권메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놀은 나라 출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획근릅격히 흥기하고 있음 

• 릎째인 형부의 부동신써|체 강희로 무주택자쩍 주택구빼와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O홉01 어려워지고 계촉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를의 보유빼| 

부담이 .어낯으며 징범쩍 세 부담의 헌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피해가미치고았음 

• 부를싼서|쩨 련반의 껑싱화 방안추·tl{lF 구성} 

- 부동산서|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서|지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변동폭조정 

· 부톨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초점을 통해 부동산공人|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환원 

- 곰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Al지처|에 공시가격 검층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Al가격 상호검층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친계획 채수립 

. 훌합부률신세 

- 지방세인 채산세와 장기적으로 톨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31에서 동걸 

-1주택자셰율을 문채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민하 

- (1주택자 님|조정지역 2주택재 1장%→ 당%, (초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α%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지어|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 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허용 

-보유주택 호삼{| 따른 차둥 과세를 71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체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줌과세 정책 

채검토 

· 휘특셰 
-1주택자의원활한주거이동을보잠해|위해 1∼·JC*)인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괴누젠세율로 전환 

- 생애효|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셰 면제 또는 1% ec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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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대출규제 완화와다양한주택금융 
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룬채인 청부.21 부률신형책 허패로 주택가격이 폭등률}여 

청년, 신혼부부를이 부모의 도률 없이 저혹만으로 내 짚 마련하는 

것이블가능한상황 

._ Al‘~형성 기E배| 훨은 청년 신혼부부들은금융지월이 필수임에도 

지니힌 큐쩌l로 주택구매와주거 상향 미동률져12협l고 있을 

._ LlV 규찌|의 힐리력 개편 

- 생애 초|초 주택구매 기구의 LTV 상한을 00%로 인상하여 자~IOI 

부족한청년, 신혼부부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_ LlV큐체를 단훈획하고, 주택 수메 따른 큐쩌|방식으로 헌환 

-생애 효|효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혼f을 지역과 

관계없Ol 7CY'k로 단일호}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충족 

- 다주택 보유째|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싱한을 40%, 

30%등으로차등화 

• 신흔부부 또는 빼” 획효 추택 구n빠 내 집 마헌 금융지뭘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월 

(출산 시 5년까지 연짚) 

-생애 초|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저리금융지원 

• 청년, ξ혼부부 헌세대출 및 대출 싱활01자치훨 

- 신흔부부 전 · 월셰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곰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월l 연장, 최장 10년 이용 기능) 

- 일정 소득 01해중위소득 120% 01해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저리 자금으로 2년간지원(캘l 연장, 최장 10년 아용 

기능) 

부동션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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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이0년에 비해 5배 률'11흘댔고, 

출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 효과 

(국쩍벌 비훌혼 흥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훈} 

• 와국민의 국내 O빠트구입 시, L&국인 대비 큐체 강도의 차01가홀해 

-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규제로 많은 저IQj'OI 었으q,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휘특 금액 대부분을 초달할 수 있음 

- 또한,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능 

• 선힌국들에서도 특청 도시 및 지역의 미민자 유입 률가로 
부동산가격이 룰률하자 와국민 부를산 휘특빼| 대한 효셰 뭘 큐쩌|를 

깅획용}는후써| 

• 비거추 외국민 추택거래 허가쩌}를 도입하여 와국인 추핵투<71 방지 

• 와국인 추팩거래 자급흘쳐 초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쩍용해 
탈세 뭘 가상회쩍| 활용한 휠치기 빙~I 

• 와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휘특떼 쩍뭘하게 대용하기 위해 지역벌, 
용도벌, 유혈벌 보유흰활에 대한구쳐|쩍민 죠사 뭘 데이터 구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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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언론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 헌혈부 틀어 가짜뉴스큐체 률을핑계로 비판 언롤 억랍· 언활l 1'1유 

침해시도 

- 기존 언론사, 시민E쩌|, 언론학계 등 다수의 국민들 반대어|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가 대표적 사례 

• l징범쩍 솥혜배상규모’, ‘징벌쩍 흔해배상 대상, ‘정정보도 위치’ 등 

논란지축 

• 민주주의의 근간언 언롤외 자유톨 보흐 • 신징히는데 최션 
- 기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큐저}를 통해 해결되도록 

체도적장치마련 

-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 보장 

• 언를 핵엄 다할 수 있도. 방용산업 진흩 위한 쩌l도쩍 노력 

- 기금운용, 지배구초 등의 현실화 및 각종 규제 완화· 철폐 

- 채승인 • 채허가 절차의 공정성 체고를 위한 과도한 규체 완화 등 

쩌l도개선 

125 



미디어개혁 

02 

휠협 

.썰 

126 

공영방송 공청생 강화, 국민을 위한 
진짜공영방송을 만틀꼈습니다. 

• 국민은 공명빙훌의 공청성과 잭판성에 대해 매무 비표빽 
-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은 실정 

• 공명빙용외 기늄과 역휠에 대한문쩨 의식 팽배 
- 공영방송에서만 볼 수 있눈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실정 

• 곰엉방졸의 신뢰도메 대한 묻체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월를 률심으로 공명방솔외 공엉성 강화를 위한 경명평가 강화 
- 경영평가 기준을 재확립하고 공엉성과 관련된 다g현f 지표를 개발 

- 경영평가 결과를 국민이 접근하기 업게 공개 

• 공명벌총외 사회쩍 핵무빼| 타월를 포함 
- 공영농별이 보도를 포흠당|여 환경 등사회적 책무어| 기여하도록 유도 

- 사회적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 

• 공명방용믹 청치쩍 훌립성과 신뢰성을 보징하기 위해 다양한 
징치마련 

-공영방송의 거버년스구초개선 

미디머개혁 

03 

쪽협 

.썰 

미디어 및콘텐츠산업 진흥을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현 행부외 미디어 발빠 관련된 ~업쩍인 청핵기찰} 를명확 
-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 미미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용한 법체 마련 뭘요 

- 중 • 장기 정책 개션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 

• 미디어를 언롤으로 국한시격 큐쳐|의 대상으로 효뱅 
- 죠흩의 대상으로 설정 옷하고 분산된 거버넌스 운제가 

상황~화시킴 

• 미디어의 효흩과사획쩍 가치 실현 담당할 l미디어혁신위훨획’를 출범 
- 정부-기업-학겨|-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 모색 

- 미디어~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 디지뭘 언롤미디어 복지정책 강화 
- 술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 보장을 톨한 언론미디어 보편적 

서비스구현 

- 중고교 언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화로 다양한 매체를 제대로 

활용할수있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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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유연생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m셰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쩍, 경칙쩍인 
근로시간 뭘 임급큐철률 기본으로 하고 없어 밀하는 방식의 근볼쩍 

변화에대융어려움 

• 디지훨 펀흰시대에 따른 근무시간 • 근무장소의 해쳐|, 성과출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융 필요 

• 션택쩍근로"R.쩌|의 정산?R.몰현행 1 ∼3개월어|서 1년 이내로확대 

-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ξ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쩌|의 

정산기E을 자율적으로 실정하여 주4일제 등 다g현r근로시간체를 

선택할수있도록장려 

•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혹계화제 도입 

-저축계좌에적립된초과근로시죠떨장'71휴가로사용 

-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 정규획을 유지하며 ‘를타엄 •* 파트타임’ 천환신청권 부여로 
밑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초건 조성 

-전말{단로와시샌1묘로를자유롭케 ξ훈현|는근로전환t펑권부여 

- 재택근무제, 텔레워크γ 오바일워크 등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 연장근로시간 특획|업훌 또는 특벌연장근로 대싱에 신규 셜힘된 

스타트얻포활 

• 펀운쩍 작무, 고맥연볼 근로자메 대를|μ|는 연장근로수당 률 
근로시간 큐찌| 척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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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0꽉l도 일부 노시관계가 대립과 같횡l서 벗어L짜| 뭇하고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사획쩍 책부성 벌휘는 미힌 

-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만 높을 쁨 노사의 자율적 협력과 연대성에 

기료받 합리적 노사관계 발잔은 민주화 이후때|도 제자리 걸음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시협력 분야 경쟁력은 줄곧 최하위 수준 

• 합며 협력쩍 노사관계 밭련을 위혜 노사협의회 혈치를 의무화하고 

잊으나, 실제 노사 간 정보공유 뭘 함며와 협력 기능은 미약 

• 노사가 대회와 타혈을 톨혜 자율쩍으로 노사문제를 해곁하여 

상생 경험를 공유하고, 핵무성를 발휘하여 할률과 격차를 최쇼희흩}논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 노률위뭘획 조정기능 킬화 

- 노사관계 전문가를 죠정담당 상임위월으로 임명하여 노시갈등 

조정능력체고 

-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장기화 예방 

• 참여 협력쩍인 노사관계 기반 구혹 
- 노시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성과대표성강화 

- 대기업 집닫. 원하청 노사카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01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경엉 투명성 제고 및 

참여 협력적민 노사관계 선도 

• 노률기본권 촌충, 법과 원칙률 지키는 곰형한 노시관계 형착 

- 공무원 • 쿄원의 노초전임지에 대한 타임오프쩌|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노조활동보장 

- 노조 불인정, 무딘사업장점거, 폭력행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눈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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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생형임금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 직무 • 성과와 동뭘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개선 없이 지축됩으로써 

보수의 곰형성과 성과혁신 동기 저해 

• 셔|대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확패로 연공급 임금쳐|껴|가 중장년 

효기퇴직 압박 요입으로 작용됨에 따라 암금쳐|계 개편 필요 

• 연공글충실 암글쳐|겨|를 칙무기흥| 및 성괴를 맡뺑한 암글체겨l로 
개선하여 청념고용활성효빠장년흥고용안정 동시 구현 

• 작무 • 성괴혈 임금쳐|계 도입이 기늄하도록 훨차힐e.1화 
- 사업장 내 직무, 칙군, 작굽별로 근로자들-O I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 

할수있토록관련법개정 

· 학무벌암금정보공시 

- 임금정보공시 내실화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 촉진 

- 민감부분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련쉴팅 

서비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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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를이 률가했지만, 근로환경이 얼악한 시ξ뼈| 일자리에서 

여성금료자비종이높옴 

- 출산, 육아 등으로 풀타임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은 

일자리의 질이 낮더라도 시간체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 남녀구직자71.8%는 밑자리가요볕빽이라핸 .연를보다워i!I밸 션효’ 

- 최근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로지를이 워라밸을 

중시히는추셰 

... . .AR.씬해명 쩔큐획 일자흩r리·는새롤운 고용형태를통해 워라뻗이 
가능한 일자리 선핵기획 체공 

-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육아기재택근무확대 

- 아근. 회식 등의 초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육아 등 가족과의 

시간확보 

• 기폰에 시행되었먼 ‘.Al:Z..I(·션택)체 멀지리’의 톨쩌|첩 개선 
- 현행 ‘시간선랙제’ 일자리는 시간저l로 채용되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근로유형으로서 또 다른유형의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쩌|를 

선택하여 근로할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동근로조건을 

명료하게 정한새로운근로 유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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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두를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는노후소득민행,지속1눔성,형평성차원의어려물칙면 

- 급여만 낮추고보험료율을올리지 않아소득대처물Ol4C»O.로 랜i 

- 현채 9%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2α쩌셰대 연듬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 필요 

• 룬채인 정부가채정쩍 지속가능성 룬체를 빙-XI하고 어떤 개혁도 

후진하지 월음. 노후소득을 요뱅화하면서 채껑혁 지흑가능성을 

높미는 과제는 현채 국민언급 를 요뻐써의 al셰조청만으로는 를기 

어려워졌음 

• 공무원연금률 칙역언급은 쩍립가금이 이미 고갈되어 2015년 

개혁에도를구하고국고보천액이 흥가하는상황 

- 국민연글과 공무원연글의 형평성 저l고에 대해 상반된 국민여론존재 

• 연금 다흥쳐|계톨 룡환사획쩍 -채청려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필요 

• 대훌형칙촉 「공쩍연금개혁위핸획j 설치 
-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E탈 수 

있는구조마련 

· 연금개혁방향 

-MZ세대에케 연금부담이 괴증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믿연금 수급 - 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잠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의무화)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듬 포함한 

총체적디충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제도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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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를국가가함께 키우꼈습니다. 

• 핵기혹화, 맞볕이 일반확률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해| 대한국가 

지월필요성흥대 

- 정부의 육아지원과 곰곰 및 민간의 보육 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점부 지원의 사각지대 존채 

- 잡으로 찾아가능 정부인증 OIOI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대기자가 

많은상황 

• 부모 자부담률 형부가 지뭘하며 양힐의 민간사회서비스 멀자금| 

창흩 

- 양육수당 수령가정.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돌봄 이용가점을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 및 초등기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0뻐|돌보미 이용시스탱을구축 

- 국가인종 매뉴얼을 통해 0매|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효준호}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 

- 이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 출생부터 흩틀η}지 헌과껑 공룡 국가 지원 
-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O~OI돌봄서비스i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l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톨봄서비스 

통합플랫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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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유치원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20131년부터 ~_t3 ∼ 5셰 이률올 대상흐로누a파냄이 시행되고있으나 

유j;I월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ζ벡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밭생 

하고 있으며. 쿄사 처우해l도 차이가 밭생하고 았을 

• 모든 형유아가 격차 없이 동월한 경험을 하고, 밭달즙째력을 뭘힘 

수 었도특 해야 합. 이률 위해 유치뭘과 어린이집 이뭘 쳐|쩌l로 인한 

비효율성과차이를해결하는 것온 국가의 책임 

• 민E뻐린이힘 쿄시와시립유j;I핸 쿄사 처우를 국공립 수훈으로 상향 

• 유보통합후진단률 구성하여 단계획으로 유보통합실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회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쿄사자격, 쿄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융}여 수준 놀은 보육 · 유아쿄육 서비스 제공 

- 첫 단겨l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모는 유형의 어린이집과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훈, 부모 부담수훈의 격차틀 해소 

~ 12..13 ∼ 당H유아 어린이힘·유치훨 누리과형 얀배·등록국가핵임제 킴확 

- 묘빼| 유01부터 국7~7~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등록처|겨|적 묘빼 

- 묘번서는 초등학교 휘학통지서에 준등}능 안내 및 관리 강화 

• 누리과껑과 초동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묘!3 ∼ 해| 누리과정 교육에용과초둥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누리과정 E배| 담당 유아 · 보육 교싸의 초등교육 연계 천문성을 

강화하는연수과정제공 

- 유아교육 · 보육과 초등교육과 연겨|하는 공동지칩과 메뉴얼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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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를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실시하고초등톨겁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효등획쿄 흔훌밑 톨톨쩌|계는 단순 롤봅 위추로 운명되는 등 

수요재01<>1. 확부모엠욕구틀체대로파믹하지 5를하여 01용를이 저조 

- 지역사회 내 다른 돌봅시셜 이용 시 이동 거리, 공간 동의 문제가 

있고, 사교육 의존 증가로 초등돌봅 및 방과후학교 이용률-01 낮음 

• 맞법이 부부 증가 뭘 양육활령 변화에 따라 초률희앵에 대한 양휠의 
톨봅, .ii:육 수요가층·71하고 았는 혐률고려해 초틀획쿄에| 롤볼쿄실률 

개션하고 전면 확대할 뭘요가 있음 

• 방과후 확:i!. 표를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해혜 효등 펀일제학쿄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기능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염 

(학쿄쿄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등) 

- 교육청과 지방차|댄|가 운영 주체, 교A~눈 운영 주체에서 제외 

-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훌률를봅쿄실률 모틀 훌률획쿄에서 저벅 8시까지 훈엉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쿄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톨봄쿄실 설치 

-기존돌봅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 · 적성 • 특별활동 

(예체능, 어학, 과학등) 종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봅) 형태로 운영 

- 교육청과 지방I바띤체가 운엉 주체, 교시는 운엉에서 제외 

- 방과후 학교와 초둥돌봄교실 연계 운영 

• 효등롤봄:i!·샘과 방과 후 확교에 대한채철지월을 확대해 부모 부담 

대폭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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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등학생 롤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만틀겠습니다. 

• 청부와지방지치단체 률이 운명흘|는톨블관련 청보플랫폴이 복잡하게 

분신룰뻐 있어 국믿틀이 해당서비스를 Of용활때마다해당를랫폴에 

방문해서비스를스뱅혜야하며, 충휠쩍인룰볼서비스쩔보를 짖?I 

어려륨 

• 롤봅과펀련된 모튼정보를톨휩하는를랫폼을 만를어 부모의 를봅 
껑보첩근 및쩔핵활용도를놀이고, 즉각쩍인 수요-공급초훨을톨한 

보육서비스자월의효를쩍시용필요 

• 얼유ot, 효률롤뼈톨톨서비스통합A플랫폼구혹 
- 어린이짙, 유치원, Of-01돌봅서비스, 방과후학교, 지역이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모든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정보통합체공 

-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장소 . 01용기능시간 • 인력정보 · 

대기자절보 • 서비스지원기춘 틈 통합적 정보 제곰 

-콜라우드 기반셰 맞춤케어 시스템 통해 가정 • 아동 • 상웰{|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와 C뎌V 동 안전 정보 제공 

- 거주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교 여행과 방학 기간 등 아동 

이동 시 해당 지역 톨봄 점보 접근이 가능한 전국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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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유치원영유아에게 
하루세끼 친환경 급식을제공하고, 
영아반교사의 아동비율을축소하겠습니다. 

• 어린이집과유치훨롤다나는얼유아들의건강롤핵입지고, 01이들이 

더 니을환경에서 보힐띔을 받을수 있도록 효팬경급식을제공하고 

어린이칩과유~I월의 쿄사대 01톨의 비률률률이며, 시설 개션뭘요 

• 부모가감답한밑이 밭생했을 때 01아틀을 믿고말킬수 았는 

E답를봅쳐|계 개선 필요 

• 어료삐|표꾀유동빼의모든혈유O뻐때|동뮤써1711죠뺀령부상급삭Al월 
- 친환경 무상굽식비 월 6만원 (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유형의 

보육시설과유치원 추가 지원 

-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초식비와 석식비토 

정부가 지원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만0∼때| 엄마반의교사대아동비를혹소 

- 만O ∼ 2세의 교사 대 01동 비율을 축소 (묘!OAil 1 :2, 만1세 1 :4. 
단빼| 1 :히하여 어린이칩 보육서비스 수훈 획기적 개선 

- 어린이집 만4 ∼ 닮|| 단계적 하향 

-유치원 만킹41 우선 하향, 만4 ∼ 5세 단계적 히항 

• 어린이집 시혈 및 환경 개섣 
- 이동1인당 보육얻적 기준 확대 

※법률제정 이후 설립 어린이집 우선 적용, 기존 어린이집은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무이자 대출 등) 통해 단계적 개선 

- 공원어린이집 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추진 

• 긴급일시를봄 서비스 확대 
- 긴급보육애| 필요한 어린이집 • 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 • 야간 

연장보육반운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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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탬을 구축하겠습니다. 

~ o~동헬M 피를HA뻐|가출채l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자를 위한렌담 

인력 부족, 현장 대웅 능력 한계 률으로 인해 아동학대 죠기 발견과 

심효성 잊는 아동 인켠 훌심의 사후 죠치에 어려움롤 겪고 있음 

• 아돔 충실의 예방부터 사후초~I까지 통합척이고 전방위쩍인 
아톨혹때| 방~I 시스템 필요 

~ ot돔핸M 예방 체계 구혹 

- 피해 아동 디지덜 정보망 및 셰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탱 운엉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 • 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 지지처|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엉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점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범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전과현장조회 

-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쿄육 강화 

• 아동학대 범죄 쳐볕 킬확l 아동·청소년 ·가청 몹찌| 톨활현담법원 설치 

- 「이돔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신설, 닙|속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충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 형사처벌 가능한 이동 • 청소년 • 가정운제 통합법원 셜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붐리 조치 뭘 아동보효시혈 확대 

- 모둔시문구 J.:IA쩌|에 이동보호펀운기관 셜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우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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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고, 이동 건강괜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어린이집과유해월 고사들은 월령에 따른 밭틸 ;tfOI가 현~혜고, 
사획청서 받달 위기 경계선상의 묻찌|틀 갖고 있는 명유아보육과 

쿄육의 어려률이 아동학대로 이어힐 수 었다는 우려톨 호소하고 

았으며, 명유아의 발팀과 쩍율을 톱는 빌당 지원 천문인력 배치 요구 

• 엉유아 건강검죠펙 0까수혐의 분리 훈왕으로 아률건강 검잔 곁과에 

대한 피드백이 흥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엉유아기 건강컴진 기록이 

이후 01률기 건강겁힘과 연계 훨용되지 뭇하논 등 국가수출에서 

아동건강관리 체계가체대로 구혹되지 없고, 아동기 .수힐활이나 

고기의 의약릎을요하는 아동 활X뼈 의료비로 인한보효자부담이 를 

• 어린이집과유치월에 영유이발달헌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틸과 

쩍응지월 

• 엉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뭘 아률 검진 의약훌 
비용지훤 

- 영유이건강검진(샌|빌털만획앤과0~71수첩(예방접종을통합 가록 

하는 ‘레드원출생이후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밑 

-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벌달 상황과 연계한 

피드백제공 

- 앙II 미만 엉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엉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황 및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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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햄을 
구축하겠습니다. 

• 청소년은 뭘병이 의심되거나 휠활에 걸린 경무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훈, 사헌 검사를 륭한 예방 죠치는 미훌 

• 연렐대벌 생식건강(reα'Odudive heal엔1)을 보호를t11 위한 검진 
뭘요항목 

-(10대) 생리적 성조숙증. 발달 지연, 생리적 불순. 생리적 통증, 

지궁경부암등 

-(20대) 자궁경부암, 갑상선, 질염, 방광염, 자궁근종 둥 

•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 
-청소년주치의의 건강관리 항목쩌| ‘생식 건강관리’를포함하고 

대상을 1않II부터 모든 여성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셰포진, HP\끼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등포함 

• 여성훨소년과 마흩t1짜l로 남성도 12A-tl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협종실시 

• 생애주기 소O뱅소년 건강검진 톨합표로그램 구훌 
- 영유아컴진과 학교검진 통합, 성인 검진과 연계 

• 소아헝소년 중환 뭘 용급힐환 혀시간 전담련문의 «lti심진료 획대 

- 소이전운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저l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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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을 보호의 울타리로 
감싸겠습니다. 

• 학업 출단청소년 2015년 4묘η070명에서 2빼년 5만2옮1명으로 

흥가추서|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차별받지 않기 위한저l도 개선 요구 증대 

~ 2020년 기흔, 01돔양육Al셜, 공동생훨가형, 가정위확어IA1 보호 

종료된 청소년 수는 2,368명 

• l소년소녀가장’률 포힐하여 사실상 가청률 를보는 ‘나흩로 톨볼 

청소년’촌꽤 

• 위기 청소년은 비햄 청험이 놀은 것은 률론, 각훌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있는실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31.2%에 불과 

-특히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국 218개소) 

경험률은 7.3% 

릿뀔 
•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져 활아니서는 신촉, 를활 지뭘쳐|계 구촉 

-자돌 정보연계 19셰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 초 • 중만 가능) 

-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피·}하기 위한 발굴민력 증원 및 
경찰청, :A:I자처| 등과 함께 집중 관리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믿감청소년 법인 동 활용하여 적극적 지원 

및관리 

-청소년험터확충 

-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꽤키지 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민원확대 

• 보효훌료ot동의 흩로서기에 대한 쩔부 핵임 강화 

-Al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혹 

- 진로와적성을 찾을수 있는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등자힘을 

위한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q흩로 롤볼 청소년’의 부담완화 
- 나홀로 톨봄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돌봅코디네이터를 통한 1 : 1 돌봅 지월 안내 

- 흑법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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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01 

쪽협 

.썰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비형상쩍인 부동산 가격싱승으로청년 -ι훌부부주거 몹체가 심각한 
상훨으로 특히 수도권 X빼 무주혜가구는 178만 가구에 이틈 

• 브맨 쩔부-21 지뭘은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헝년훌의 

주거 요F엉률 위한 보다 효과척인 철책이 뭘요 

• 또한 대부볼 청년, 신혼부부 가구는 도심역셰권 거주틀 희망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률 외곽 혜지개낼만으로는 이톨의 수요를 

충혹시키는 데 흩뼈|가 있음 

• 형년월,,주택 30[!벌 공릅 
- 정년층에게 공공분양T택을 건설원가 수훈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80%는장기 원리금상환을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기에 매ζ하도록 하고 매매차찍의 7Cflr.,까지 돌려받게 하어 

지산형성지원 

• 역세권 첫 집 추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l 국공유지훨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500%을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셜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분양 

• 청년훌메게 주거 ξ뱅과자t!형성의 기회를제공, 곁혼 뭘 

흩산률 장려하고흥죠벌으로의 성장률지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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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02 불햄한청협l도를개선뼈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03 

휠협 

청년 취업후상환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꼈습니다. 

~ 2017년 8· 2대핵어써 수도권 공공헥지와 투기과멸자구 밑앙밸급의 

가혐쩌| 비률률 75%에서 1α뼈로 확대 쪽협 
•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볼양추택을 청으품t.:L!자 하는무주택 
X빼 미혼 남녀와신혼부부률은 철약 기획가 월흰 불쐐 

(85nf 이상만 청약 가능} 

~ 2021년 말메 1인 가구빼l도생매 최초 주택 구매자 .범곰글 

청약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우 쩌I힌척이라 실효성이 낳음 .뿔 
.썰 . 를뿜|한형핵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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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g댐갚뭘- --훨뀔--
60rn' 이하 

가점제 40% 
추첨쩌160% 

기점제 π)% 

추점쩌130% 

가점제 Em, 

추첨쩌120% 

85m' 01하 

* 
뼈
 
뼈
 -짧
 

mM 

빼
 행 -빼
 햄 

85rn' 이상 

60 ∼ 85rn' 

85m' 초과 

- 청약저l도대| 1 ∼2인 가구 거주에 적함한 소형주택(60nf 01해 

기준신설 

- 1인 도는 신혼부부 등 2030 셰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후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정약 기회를 기다려 온 기구원 수 3∼4명 이상민 

무주택가구를 위해 85m' 초과주택의 당첨 가능성을높일 수 

있는가점제확대 

• 군 제대 장벌에게 청약가뭘 5첩 부여 

• 장희채단은 휘업후상환 희차금 및 생훨비 대흩i(ICL)을시헬하고 

었E나 대학 미E백차 뭘 취업훈비생은 대상며|서 쩨외 

• 현째 소득8붐위 이하의 만 앓셰 01하 대학생을 대상 

· 대훌대상확해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충 

청년으로확대 

· 대훌한도 

- 최대 1천만원 (연 당P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휘업 후 장기 분할상환 

• 대흩 01자지뭘 
-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치상위계층, 

중위소득 90%01하논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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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의 흘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X암받평률01 십화되고 양으나 

청년의 출장기 자스l형성 가능성은 감소 

• 헝년흩을 지뭘하는 다월한쩌l도가난립하고 없으나, 지원 기한및 
대상이 쩌|흔빽이어서 많은청년흘이 지월에서 배쩌l되고 있으며 

유펙미한목톤 마현도 어려운셜정 

• 근로 ·사업소특이 있는 청년(19 ∼ 월셰)의 훌장기 채산형성률 돕기 

위한 ‘훨년도약껴|화’를도입 

- 일정 한도내에서 저훨땐 정부가가입자소탬| 따라장려금을 

지굽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 

(예.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 적립)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이 높은 경맴|는 직접 장려금을 지굽둥}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부여 

-가입지틀은본인 표18;하{}{| 투지운용 형태(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선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쩌|는 중토 인출과 채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 · 지원 방지 

청년 

05 

쪽협 

활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셰 이상놓가경명주는579,319명(당뼈)인데 반해 4뼈매|만은 

12,426명(1.2%:빼 블과흩|는 률 놓.,,인구 감소 뭘 고헝화, 후계인력 

E맨i로 인한농촌소멀 위기 

· 농혼에염고가없는혈년톨의경우농~I뿔와X넘조달이어휠고, 

지환을 받더라도출도메 허피빼써 정흩1'1J~I 이어지는 바율이 매우 낮읍 

• 청년농 3만명 육성률 위한 종합쩍민 지원대책 마헌 

-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엉회생프로고램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해 

• 청년농 획룰체 도입 뭘 청년농 육성 전담 죠찍 신샘 

• 후계농의 명농 가얼용계 위해 상촉셰 공쩌171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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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민률 

엄마01빠 

01 0개월∼12개훨 아이 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 • 흩산후01동양륙으로 요빼 층71하는 잉혹비에 대한국가쩍 지원 필요. 
l닫과↓l 특히, 흩산직후부터 1번간접훌자뭘 률해 잉육부담를획설히 멀어률 

~’ 필요 

월썰 
• 부모급여 뀔 100민원 지급 

-0 ∼ 12개월 OIO I률 키우는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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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0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활힘 .했씩1團~I.고’부포훨11 Oto뚫3힘l빼뺑톨 
할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의 흩산i휴가를 늘려 부모가 홀뼈| 신생아률 

를볼수 았는육아환경 조성 필요 

.뭘 

160 

• 육아휴직 71-l!몰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흩3년으로연장 

• 부모 육아 채택 보장 뭘 기업 인센티브 부여 
-근로지카육01를위해일정기간재택근무를선택할수았는 

부모육아채택근무저l토도입 

-육아채택 근무처l도를운영히는기업에 디~흔} 인센티브부여 

• 재해근무가 붙가능한 근로짜를 위한 시간션해 근무쩨 확대 힐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뀔 부여 

• 배부자흩산휴가를현행 10밑에서 X뻐로연장 

• 특수형태근로충사자, 자영업 등 모형보효와 밑가정양립의 

사라~I대 해소틀 위한쩌l도 확대 

엄마아빠 

03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꼈습니다. 

활힐 .않없츠트없빼앓앓$뺑뽀원 
패스트푸드), 비만, 출, 담배, 다이어트, 훈동 부혹 률 다양한 

월인으로 여성과남성 모루 뇨엠 충가 

.뿔 

• 철부는 난암부부 치료비를 지뭘하고 없으나 소특 쩌|한, 연형 차낼, 
지훨횟수 쩌|한등으로 비용 부닫 발생, 노빔 치료빼|는상당 기E때| 

소요되어 현행 난엄휴가 기랜3맴은 훌불하지 웰마 비용과시간 

부담 률으로 인해 뇨범j:l료를 포기하는 상활도 발생 

• 난엄월인의 월v4()%는 남성에 았으나 여성만 껴|혹 검사톨 받는 등 

고통심화및치료비효를 

• 난엄치료비지원확대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펴|치해 모듣 는엠부부로 

확대 

-처|외수정은 신선배아나동결배아유형과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뼈셰 이상인 경우자부담 50%를 쟁세 미만과동일하게 

자부담30%로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솔 지원 조건(1년간시실상 혼인관계 유지 

둠)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거|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닌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륨 난엄치를휴가 기걷」를 현뺑 3밑에서 7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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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산모·태아·영유아건강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04 

.... ‘ . 보육지원과 0매를블서비스가 양쩍으료는 확대되고 었으나, 여헌히 
톨늘~ 실쩌| 뭘요할 때 밀고 맡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에 대한요구가 

~ 늄으며, 아톨의 성장에 따른 맞출혈 률블 ’ 건강검친 서비스가 필요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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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 흩산과 칙첩 연판성이 있는 모든 휠범외 치료비 확대 

· ξ발조리월지월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산후초리원 지월 확대 

· 뿌모역량지훨강화 

-출생.아동양육수당접수, 어린이집 · 유~I원최초이용시부모에게 

양육교육및정보쩌핍,육O흡힘지원센터의부모역량X뭔역할짧 

~ O~I톨보미 이용 기촉을 모든 명유아 뭘 효용획생 기측으로 확대 

- 국가E떻 민간OIOI톨뾰| Of용시스템 구촉, 국가 E흉 매뉴얼 적용해 

0매i돌보미 질적 수준향상, OIOI돌보.al E냉 돌봅등교육확대 

- 모든 엉유아 · 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 

(소득수준쩌| 따라 치등 지원) 

• 엉유아 건강검진때 절서발달 혐진 추가 
- 영유아의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잔{18개월) 

01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겨|속 포함, K낸)Sf{효닥엉유o~발달 

선벌검사) 검사를 M℃HAT(영유아자폐선벌검사) 등으로 대체 



를훨과 
힐에를를 
만를빼까늘 
AH를를 
매한민국 

어르신 

01 

쪽협 

활뿔 

기초연금을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무리나라노인의 묘띤률은2019년 43없로α:co국가평균(13.5%펙 

3배 01상므로높옴 

-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 자녀교육 등을 감등h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훈비가시실상불가능하고 연금등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이되지못함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충분한소득보장기능이 약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어르신틀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 인구 1αm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래사는 노후가 블안하~I 

양도록 틸번곤을 위한노후소득보장철책 구조조쩔이 시급 

• 심각한 노인번곤문제 원확톨 위혜 기초연금 현행 30'i!!벤어|서 

40믿맨으로요방 

- 기초생훨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징쩌|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 

• 국민연금 킴액 틀 미서|조정으로 죠급이라도 기효언급률 더 받도. 

조치하고 국민연금포힘한노후소득보징쳐l쩌| 헌반뻐| 대한구죠개혁을 

사회혁 할의 방식으로 후진 

II- Al장형 어르신 밑Al리 확대 지훤 

-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쿄육 적극 지원 

-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획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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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무료로 
실시하꼈습니다. 

• 대상포E띈 만성률흥과 함벌층 등으로 환자의 싫의 힐률 현저히 
저하λ|키고, 사회 • 경쩌뼈으룰상당한 짙병부담을유밭 

• 우리나라 대싱포한 환자는 2015년 약 66만명어써 2019년 
약 74!만명으로륨훌 

• 대상포힌 예방협종은 힐벌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룰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혜 예방합종을 했룰 경우 비용 뭘감 효괴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명국, 독밑, 캐L빠, 호주 동 추요획{|서는 

대상포진 예방첩훌를 국가필수예방컵흥 대상메 표함 

.뿔 • 뼈| 01상어르신틀에게 대짧 예聽무료실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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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서l 사회 건강 · 주거 · 문화 서비스 
기반을 초성하겠습니다. 

• 인구고형화가십화되면서 돌블, 건강펀리 률에 대한국민의 복지 

수요와째정X밭01 빠르게 늘고 없으나, 한행된 채뭘과 인력 기반 

서비스 제공 흔뼈l로 복I핍륨은 앙쩍, 짙쩍E로 미흩 

• 코로나19로 노묘률의 를붐, 건강관리, 복지서비스공빽이 크게 

발생하여 붙인과71혹들어때| 고를효래 

• 4차 산업혁명 기출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롤붐서비스 확대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고형사회 

대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Al와 loT 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솔 진흥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관리, 거동 불편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톨봄 

로봇개발·보급을통해돌봄부담경감및자립 지원 

*현채 국립채활원 등추진 충인 이승. 01동, 목욕, 식사 배설 등에 추후 항목 

부가및고도화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문제해결형 4j:~업 복지기솔 댔D 확대 

• 다~률} 형태의 고형핀화 주거환경 호성 

- 공공투자와 민간문영이 결합된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형태의고령친화주거 대폭확대 

※대학캠퍼스 연계형, 아파트 신촉 재건축형, 시니어 코히우징 

(senior 앙쉬ousi얘)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초성 

- 노인 • 장애인의 안전한주거환경 조성을 우{한주택개량 지원 확대 

짖경제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직접지원, 세제감면, 저리융자동) 

• 문화 • 여가 바우혜 지월으로 노인 사회힘며 활성화 

- 여행, 평생교육 침여(평생교육원, 백화점 운화센터 둠), 독서 활동, 

문화생활(영화관, 공연, 미솔관, 박물관, 고궁 등), 체육활동 등에 

대한바우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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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 다운사이징을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셰 01상노인의 상대쩍 빈곤물은웹.8%.릎 α킹1국가훌 최고수훈 

• 고헝가구률은 주택자산혼 있지만 소득온 부폭 

-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주택공시가격 9억원 01하로 제한 

• 주혜를 팔고규모가 작거나가격이 낳은주해으로 이동 

(downsizi때)하여 i뻐몰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힐어토 과중한 

셰큼{양도셰, 휘득세 률)이 쩨약 요일으로 작용 

• 내 집때서 계속 거추를뻔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보유빼 
(째신셰, 흥부세 률) 부담 때묻얘 어려운 상활 

• ∞셰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추 가구가 추핵 다훌사이징 후 
치액를 개인퇴직언급{IRP) 틀에 붙입할 경루, 연률소특서, I. 
양도소득세, 휘특셰 틀 경감 

- 주택 다운사이징 후 개인퇴직언금 등에 물입한 금액은 

연금으로만 수령 할수 있도록 함 

• 주택연곰 대상자 확대 후진 
-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준 획대 

- 일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기격 기훈 상향조정 

(現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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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챈f업형 장애인 인재를 육성하고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를{않$띈 렌체 고용를(6C뼈)의 훨반 수준으로, 
경쩌|활동어| ;참여하지 홀하는 장애인은 빈곰한 삼촉에 놓여 있옴 

- 4차산업혁명, 디지덜 전환 시대의 기솔 발달은 징애인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 출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촉 장애인은 여전히 

능동적인 사회구성원보다능 복지 • 돌봄의 대상으로 감주됨 

• 장애인 고용차볕을 혜소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의 주력 붐야 
(빅데이터, 인곰지능, IOT 률)에서 장해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률 

쩍극쩍으로마헌할필요 

• 벅데이터, 요밀지능, IOT 등 4차산업 핵심 인쩨 육성률 위한 
찍무 개밤 및 획업훈현 강화 

- 현채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1단겨|: 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 슐득 

2딘겨|; 사업체 현장에서 실무 종심의 숙련 과정 진행 

• 독특환 직업혁 특성을 가한 장애인의 고용 기화를 밭롤 ·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각장애인 묘삐;사 방운 서비스 도입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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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 교통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꼈습니다. 

• 안련한 이동l 미용, 협근은 이웃 • 서|상과소를하고 릎은 샘펙 힐 

유지를 위한 필수 초건이지만, 장애인 • 노인 • 아동 률 이동 ~자의 

이풍궐 보징과 인표라는 션E벌 지표에 비하면 매우 미흩 

• 법령으로 관리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헌혜 시설 훌2.5%에 
블과흩뼈, 월상챙활 o~용시설에는 해당하지 많아 상당한 블핸 초쾌 

• 저상버스를 시외 • 고속 • 광역버스로 확대 운행 

• 출증장애인 률혜시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제한적인 비도시 지역을 줄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확대 

*현채 종출장애인 150명당 1 대를 100명당 1대로 확대 

- 줌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민간 대형택시로 확대 운용 
*대형택시의 정애민용 택시 편의시설 지원과정애민 미용자응대쿄육 동 

요씩개선교육깅확 

*충증징O빠도 카카오:m 같은 업 이용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대형택시 

이용에따른치액지원 

• 시각장애인 안내견 쿄육률 지뭘하여 연간 안내견 분양을 2배로 

.리고, 시각장애인의 안헌한 보뺑률 돕는 시각장애인용 실내 • 외 

네버게이션 기술투자확때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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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청보 제공을 
의무화하꼈습니다. 

• 쿄로나19 상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확잔 시 

장애유형에 맞는지월방안이 없므며, 코로나19 뭘 백신협종에 

관한 혐자 자료, 수어톨역 자료, 쉬운 힘기 자료 등이 다g월뻐| 

지원되어야 함에도 쩔보전달 노력 미훌 

• 화채, 지진, 수해 등의 각종사고 시 장애인 채노n피해사례가 
7'1흑쩍으로 밭생힘에도, 쳐|계쩍인 예방 뭘 지뭘 체계 부~ 

• 채난 및 힐벌 철보를 첨자 자료, 수어톨억 자료, 쉬운 밑기 자료 등 

징애 유형메 쩍힐하게 맞훌훨으로 제공하도록 법쩍 의무화 

• 소방 ~육 시 장애인 채난안전 .ii!.·육과청 포함토록 법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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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방송 · 문화 -체육 이용 환경을 
더욱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안련, 교육, 밑자리, 몹화 향유 륨을 위혜서는, 장애인이 

댄환정보메 협근활수 와도특 보장해야 힐며l도 현실은그휠지 뭇합 

• 징애인의 체육활동 힘여는 여전히 낮은수춘{힘여률: 장애인 24.Zli, 

d땀애인 00.1%)01며, 고행l획 친입에 따라징OR노인 요IT'가증"'흩|고 

았을어l도, 국내 체육환청른 장애인과 비징애민을 구분하고 았읍 

- 장애인의 일반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 제약으로 체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존재 

• 정애인 껑보 제공 확대 뭘 합근성 깅확 
- 장애유형벌 필요 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구비 

- |。IT,ICT 기솔을 적용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 노력 

- 방송화면해설 및 수어호땐 비율을 상행H 장애인 밤솔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문화 예솔 지뭘 
- 국공립 공연장에 장애인 문화 • 예술 할당제 도입 

- 박물관이나 고궁 등의 문화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투가 활용 가눔한사회를훌뺑 유니버혈 
체육환경구혹노력 

- 사회통합혐 체육 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T 및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의 장애인 체육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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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를도입하고, 
이용자의 선태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LI라 장애인 지원 청부 빠l은 G따삐 0.없로 OECD 평균민 
1.않의 1/3 수훈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논 비용과 획없이 
부혹한 서비스 지뭘쩌|계로 인해 장애 가혹의 롤봄 부담이 를 상활 

• 징애수당 등 킥종 지월 정책이 았으나 수당의 활용률 쩌I~하고 있어 

정확필요한 목쩍에 활용하지 못하는 룬쩌P't 혼채하며. 이에 대한 

캐션수요가높은싱활 

• 캐인예스뼈| 도입으로 서비스 E빡이 격파 
- 개인여|산체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션 도입하여. 이용자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범위확대 

- 여κ벌 킨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저|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 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 개발 

• 개인며|스해}를 통환 이용지쩍 서비스 션해권 깅확 
-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굽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민 등 종증 장애인과 종복장애인을 

위한톨봄서비스개발 

-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징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어 서비스 선택 과정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륭한 서비스 풀힐 보층 
-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짝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 7'1지쩌| 장애인지원사업 7매|드el인 혈정, 평가시스댐을 마헌혜 
핑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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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을추진하겠습니다. 

• 흩산흩은 감소홀빠, 장애 밭생톨은졸71흩|는휘|임. 률록된 발달장애 

명유01는 α46%1에 블과흩까|만룡산2∼10%.로추청되며,국가옆유아 

발달션벌검사 곁과, 추펙 또는 형밑검사 필요한 명유아는 Jtl촉 충가 

• 명유아기 발달지연 뭘 징애 죠기발견과조기개입률 위한쳐뼈|쩍인 
형부쩌l도부꽤 

- 발달지연 -장애 엉유아를 둔 부모는 전문정보 부족, 국가지원 

부촉으로 초기 개입의 적기를 놓~I고 있어 경제적 • 심리적 고통 

• 밭달지언 • 장애 명유O빠 가족에게 조기개업 서비스를 제공 
-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엉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Al원」을 

한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지원제공 

• 빔달지연 • 장애 명유아 조기개입 채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쩍용후힌 

• 경계션 밭담 지연 명유아 지월,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평자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지역의료·보육·교육·상담기관간의연계시스템구축 

- 아통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지원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 원격 조기캐일 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19 상황 또는 지역적 

제한으로 직접 서비스 저}공이 어려운 경우때|도 조기 개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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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α년 12월부터 r흘빼예출민 품화예슐활동 지원에 펀한 법를」이 

시행되어 행뼈|솥암과 Et.쳐뻐| 대한장애여|흩활동률 지뭘하고 었으L., 

장애예슐인의 경쩌|쩍 부답은 여헌하며 장빼인과 비장애인의 

여|출훨동을 동률하게 인쩔하:Al 양는 샤희쩍 붐위기가 지배쩍 

- 장애인 예술훨동 지원을 위해 정보첩근성과자립적 환경조성 기반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장애 예솔민 교육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장애유형별 체계적 예솔 교육, 그리고 문화 · 예술 항맑| 

있어 징애인의 운화 · 예술 향유권을 보징할 필요 

• 징애학행의 개인낼 특성과 요구쩌| 맞는 예출 R:육 강화 
- 혼늄펌애인문화예술원에 장애학생 예솔교육을 위한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시틀 필요로 하는 개인 -학교 · 협회 -지역사회 . 

재활기관 둠에 파견, 친문 강사 인력 양성 표로그램 운영, 

작품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등 지원 

- 국립효팩복지대학에 징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 징애민 룬화예출 활동 지원 획해 
-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솔언메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굉역시 · 토에 배리어표리(무장애, barr월r내ee) 창작 공간 

설치, 저작권 등록, 예술단 Al원 등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 

- 징애예솔 전문 전시공간 건립 확대, 국곰립 공연 · 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도입. 저작권 등록 • 보호 지원 
*현재 장애여|솔 전운 전시공갑은 징애ξ품획예올센터 등 일부지역에서 

소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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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맡달장애인의 도현쩍 행동 지원을 위해 배 률 새로운 디지탤 기울 

훨용뭘요 

• 장애인 한률 치과, 장애힌화건강겹젠 기판 률의 부혹으로 인해 
장애인이 치과치료나 건강검진률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면서 건강이 더욱 믹화되는 의순환 밭생 

• 빌달장애인 도헌쩍 행동 지월 빼 모멜 확대 
-예 학습을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매 대한 때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잊A는 알고리즘 개발 및 확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쩌l도 활성화 방문채활롤리치릎사 양성 
- 장애인 주~I의 수가 현실화.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의료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저|도 활성화 

- 71폰 물리치료사 쿄육 과정에 장애민 물리치료 쿄육을 추가해 

장애인물리치료사양성 

• 창애E발 위한 치괴와 건강컴진센터 획대 
- 장애인 ~I과 병원 확대 

- 장해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징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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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구월이 2020낸 기출 100만명률 넙어서면서 다문화가흑외 

자녀양육 부담 원확, 확램기 자녀들에 대한교육의 률등한 훌빌선 보장 

및 차낼없는 학교생활 률이 요구 

• 다뭘}훨소년 • 청년이?}힌 이훌언어 능혁과뭘}다양성 등특성을샅려 
이틀률 미래 인채로 양성하고사희잔훌률 돕는 맞훌형 지월처|껴|가 필요 

• 다문화가족 명 • 유아와 아톨메 대한 쿄육 뭘 톨블 강확 
- 디분화가족 엉 -유O빠 아동에게 체계적 이좀언어 교육환경 및 

돌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보장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환경조성 

• 양육 • 를볼을 위한초부오 비자발급 71’선 
- 외국체류조부모의 일국01 원휠하케 이루어지토록출압국비자발급 

체계보완 

• 부모훌신 국가의 다를확 자녀 귀국 뭘 쿄육 지월 
- 부모 이혼으로부모 출신 국기에 체류하고 있는 01동청소년틀에 대한 
국적회복 및 쿄육등 지원대책 마련 

- 출생 미등록 이동을 위한다양한서비스지원 

• 다문화청소년 뭘훌혈 진로지도 
-01중언어 활용능력의강침을살려 q문화청소년의 진학 및취업 등 

맞충형진로프로그램개발 

• 다문화행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햄 구축 
- 디문화헝년들이 부모출씬국가짝의 기교역할을 하는 글로벌 요때i로 

성장할수 있토록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국 지식정보 

프로그램운영 

• 학쿄폭력 사건에서 률이익이 없도록 지뭘 강화 

-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토록 다문화 학생에 대한 
통역시와 변호인 등 진솔보초인의 참여를 지원 

• 글로법시대 문화융활을 톨한 다문화 수용성 쩨고 
- 글로벌 문호|융할을 위한국민의식 힘앙 프로그램 깨발 및 운엉 
-유·초·중·고등학교에다문회이해및문화단합을위한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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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동환청 구축을 위해 
채용부터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II- OI랴파추요국에 비해 를팩은 고용률 • 임금 뭘 판i!.IA뻐|률 등쩌써 

성벌격:it;t.가큼 

- 남녀 평둥한 일자리 확보로 공정한 사회 구축 

• 효팩의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뭘 여성 비률 서|계 134'위(15.7%), 

여성의 경져|혁 참여와기회 부품 1앓위, 쿄육 104위, 건강 · 생좀이 

닮위, 정치쩍 기화는$위로 매우 낳읍세계경쩌l포럼, 2021년 성 격차 

보고서) 

• 경쩌|활휠노동) 혐가율 쩌l고, 관리칙 뭘 OIA백 여성비율, 의획 내 
여성의원 비률 쩌l고. 남성육아휴칙 장려 등으로성격*~:지수 및 

유리현장치수 률 국체쩍 성차붙지수 개선 효과 

• 채용부터 근로기간 출은 를롤 퇴칙까지 모든 과행에서 기업의 
.성벌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청한 노동환경률 호성 

-500민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근로공시제 참여기업 

순차적확대) 

- 성별근로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으로 기업 부담 완화 

• [채용단껴|] 신큐 지뭘자, 경력직 지월자, 서튜 합격자 포함 지월부터 
최훌합격까지성비공시 

• [근로단계] 부서볕 근랑} 성비, 승칩자성비, 육아휴직 A홈자 성비 

공시 

• [퇴직단껴|] 해고자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청년 은퇴자성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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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동으로 
한부모가족의 힘이 되겠습니다. 

• 양륙비 혜무X띤l 앙훌비 누쩍 이행를은202(년도 기춘36.1%에 룰과 

- 양육비 이행향뻐| 따라 저때뾰치(운전면허정치, 신상공개, 출국 

글지)가 가능해졌으나, 제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성이 없고, 

모든 제재조치가 감치채판 이후에 적용 카능 

• 한부모 기쭉 기훈 훌위소특01 낳아사각지대 밭생 
-소득이 획저생계비에 미치지못햄|도 보유한재산또는 비양육자 

양육비 지원금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올 념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뱀을 개선하여 신청 • 혈수부터 상닫. 
관계기관쩔보초희 연계 등 양육비 이행 혈차를간소화 

• 훌국급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우 기훈 원화 
- 5천만원 01상→3천만원 이상으로하항 

• 고의쩍 양육비 채무Z뻐| 대한 이뺑률 쩌l고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호r 명탄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 

-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이름, 직업. 근무지 외 

시힌까지포함 

• 고의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껑부 선지글 

- 법적 앙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자굽하는 01버재어머니)의 신상공개를 

포함하여 앙육비 미자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지에게 추짐 

• 한부모가형 지월을 위한훌명서 빙곱기훨현행 률위소득 훌빼빠 

양륙비 륙X답여대셀현뺑출위소특앓뼈를각각1<X뼈없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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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나누는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최근믿L뼈동물양륙~.71구를가및관련ι법확대 

• 뱀률물이 기쭉처럼 인식되면1 풍물복지에 대한관섬이 놀O샤l고 

있므나, 관헌 쩔책이 뒷받힘히~I 뭇허는싱활 

• 사렴과 한빼톨를의 조화로훈 공촌률 위한실효성 았는쩌l도 마련 뭘 
헐짙쩍인 만법률를 보호 • 복지 대책 마련 필요 

... ~뼈풍물표훈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캄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 · 고부담질핸| 대한진료항목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AIA-11.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 

- 반려동물 진료비 • 치료비 소득공제와부가가치세 면세 

... ~뼈동를용풀 • 미용 • 카페 · 훌련 • 장례 률서비스산업 육성 

-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 저도적 정비 

- 멧푸드의 안전성과품질을 높이기 위한생산 · 유통과정 체계적 

관리지원 

• 룰볍쩍 ‘강아지 공장큰뭘’ 등 반려동물보호쩌|계 정비 

- 동룰판매업자 먼허제토 등 동룰복지권 보호 

-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과휴기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 획충 

- 불법 강O~XI 생산업지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단속 및 처벌 강화 

• 7빼림’ 동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우 위반 견돼| 대한 제재 강화 

-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훈련프로그램 마련 

... ~뼈풍를스트레스 혜소를 위한혐터 공간확대 

- 하천구역과곰곰부~I를활용한반려동물놀이터, 운동Al설, 쉽터 확대 

• 동를학대 예방 뭘 처벌 강화, 동를보호쿄육훨성화추진 

• 얻L뼈톨물관련 전담7받(동물복X핍단) 신혈 

· 캐식용급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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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북한은 핵· 미.사뭘 능력 고도화를 지촉하여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션언하고 무리의 안보를 위혐 

• 문째인 쟁부.!!I 효반도 운펀자룰때|도 룰구하고, 2019년 10월 

미 ·북 스록흩틈실무혐싱률 마지막으로 비핵화 혐상쿄착 

• 힌반도떼 지출가능한 평화와 만헌률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깐평화협헝체결 

• 월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예측 기능한 비핵화로드맴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토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뮤엔 져|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기능 

• 북효삐빼회를 위한 국체공조 및 양자-다자 혈상에서 출샘쩍 역할 

수뺑 

-한-미공조하어| 비핵화협상재개노력 

-UN안보리 저때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판문혐(또는 워싱턴)에 남·북· 미 연락시부소 설치하여 3A댄i 

대화채널싱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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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청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꼈습니다. 

• 릎째인 청부는 북흩I에 굴훌쩍민 자써l로 남북관계를 비형상쩍으로 

E밭고 국민의 지좀심률 훼솜 

• 남북판계는 폐쇄와 단훨 속에서 대곁하는 판계 지속 

- 대회를 통해 김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의실현이필요 

• 북힌ξ뭔룰쩌l ’임도팩룰체률남북간해곁도뻐야할풍요한뭄쩌|는방치 

• 북한 비핵확E맨에 밭맞춰 경제협력과 ‘납북공동경제밭펀계획’ 추원 

• 예측가능하고 월획쩍 X써l로 비청상쩍 남북관계를 쩔상화 

• 남북 간 E밸과 대결률 상효 개방과소톨·파류로 헌환 

- 언론출판 쿄류 • 방총재방 추진, 문화쿄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 

인적쿄류확대 

- 남북 ‘그린데탐트’ 추진(미세먼지 ·자연채난· 기후변화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 · 수자원 협력 등) 

• 비빽화 헌이라도 북환의 맙도쩍 상활률 고려하여 인도쩍 지월 실시 

- 재난 킨급구호, 영유아 임산부 염앙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 분단으로 인한 인도쩍 문쩌| 해결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 해결, 억류자송환, 탈북자 

보호및성공적정착지원등 

. 북한인권개선추진 

- 「북한인권법」 충실한 집행 

- 「UN북효벤권결의안j 공동제안국 침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남북관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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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합의에 기초한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문째인 청부가 군댐의서, 훌헌선언 률을 국민척 할의 없이 
일방쩍으로 밀어붙여 국민분멸률 야기 

• 톨밑문제에 대한 여 • 야, 좌·우, 세대볕 인식이 달라지고 볼얼하는 

양상 

• 자유민주쩍 기본힐서에 입각한 평화쩍 톨밑의 헌법정신이 흔상되는 
멀이빈번히받생 

•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확대 
- 헌법정씬을 폰충하는 통일정책 추친 

- 각계각층과의 소동을 강화융}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적극적인대화추짚 

- 메타버스 가상공간 활용 청소년 참여확대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추진 

• l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껴}용 • 발헌 

- 선 평화정착 및 점진적 문화 경제적 통일l 후 정치적 통일 추친 

-남북간상호개방및소통확대 

- 개인의 자유· 인권 • 복리가 보장되고 더 크고 더 부강한 

통일흔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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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를 톨괴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혈립미 

형해힌 집행기구로 훨차상 먼저 01사획 구성이 뭘요 

- 이사 정원 12명 충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 추천후 통일부 장관이 임명 

~ 20대 국획어|서 민추당은 01사 미추흰, 21대 국획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사후헌을 하지 월아채묘받뱀이 지연 

※국민의힘은 이사회 명단 제출한 상태 

• 문째인 형부 100대 국껑과제에서 북한언권째단 조기흩범을 

빼혔으나실제노력흰무 

• 여 • 야가초속히 법으로 청해진 비에 따라북한인훨재단률 설립하며 

북한인궐채12.IOI 법에 큐정된 가능률 훨훨히 수행 

- 북한언권증걷을 위해 북한언권 실태 죠사· 연구 

-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내인도적지원수요에관한조사·언구 

-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북한 인켠개션률 위한국쩌펌훌 강화로 인류의 보편쩍 가동| 실현 

남북관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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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도를 
전면개편하꼈습니다. 

• 전처| 탈북핀 출 사회 휘약껴|흥 비률 $%로 빈곤의 악훈환 실화 

• 달북민 위기가구 지뭘껴|계 및 탈북 트라우마 관리 사각지대화 

• 북한태생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률 ~I식 부빼로 사기 률 민 • 혈사 
사건연루번번 

• 점착 초기 집풍~I핸 체제 마헌 

-휘업, 창업, 영농쿄육강화등지월 대폭확대 

• 위,,가정 통합관리시스뱀 구혹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보완 및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뭘 강화 

-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적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해소 

• 법률보효관리 시스웰 법쩌|화 
- 「북흔IOI탈주민의보호및정측야|원에관헌법훨개h 상 근거 마련으로 

관계부처 법률상담 표로고램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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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채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강화하겠습니다. 

· 한·미간신뢰저하,죠률미비로체반정핵에판해이견과 

소륭부빼노헝 

• 대북 이벤트 워주 쩔근므로 대북청핵 본힐이 찌|손되고 동맹 간 
대북정책공초약화 

· 북한눈치보기로한l미연합방위태셰믿뚫}초꽤 

• g헬l된 연합 방위 E뼈|를 채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 미 확힐억체톨 

깅확 

- 동맹 자처|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극대화 

• 한· DI l포괄쩍 헌략품맹’ 강화 

- 동맹 간 신로|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 구축 

-지유민주주의 가동|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함께설계 

-뉴프론티어 분야t신기슬,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협력확대하고심화 

• 역내 관헌국들이 힘111 하는 얻린 협력 후구 

- 쿼드(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개국협의처0 ~하 

백신 · 기후변화·신기술 원킹그룹에 침여해 추후 정식 가얻을 

모색하는 점친적 접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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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에 기반한한·중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 릎째인 청부외 지나힌 이범편향 외교로 한- DI동맹과 한· 미 -일 

안보협력구훌를뭘} 

• 미 ·풍 갈률과 대립이 심화되고 바이든 미 행쩔부외 대중견제 
강획로 l경체는 출국, 안보는 미국’ 또는 ‘전략쩍 모호성’이라논 

와쿄기조는 더 이상유지하기 어려운 싱활 

• 쩌11의 무역대상국01자 북핵 • 미사얼 묻쩌|해곁 률에 었어 주요 이해 

관계국인 충국과 일정 수훈의 협력 유지 • 발헌 필요 

• 촌출과협력에 ,,효한 대훌 와고구현 

-한·종정상간교환방문실현 

-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줄협력을확대하고심화 

• 한 • 흘 간 기폰 협력71체의 흥샘한 이행과 내혈 있는운명을톨혜 

북핵문제를 표힘한현인과짐채쩍 킬틀요요를 효과획으로 관리 

- 혼팩 국가안보실장 및 종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고위급 

전략대화점례화 

-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외교치관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 외교·국방 2+2 치관급 전략대화충실히 이행 

• 한·출고위릅핫라씬설치 
-l:ll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국악우선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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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한· 밑 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곁 노력없이 

악화일로지촉 

• 한· 밑판계가 지역 뭘 효국경 이슈 룰 전략쩍 협력기회를 상혈한 채 
표류하고,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미래세대를 위한 한· 일 관계 

업그레이드듣에소흩 

• 률바른 역사 인식률 바탕으로 효빼|쩍인 한· 밑 미래 협력관계 구혹 

- 한· 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껴|승 

*김대중-오부치선언 : 1용g년 「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 한· 일 정상 셔톨외쿄 복뭘, 고위릅 협의채널 가률으로 쩨반 현안의 

포펄쩍해곁후구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여건이 성속하는대로 

’김대줄-오부치 선언 2.0시대’ 청사진 제시 

• 과거사· 주권 몹체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II- Dli!I써때 흥심으로 양국 시민 간 얻린 과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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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러간 현반쩍 협력 저하로 관계 밭련의 동력 상힐 
-닙|핵화노력없이남·북·러철도연결동 3각협력에집착 

• 문째인 청부는 북핵 문체를 미북 협의에 맡기면서 방핀혁 태도로 

일관해북빼뭘북한관련한·러간정책·철보혐력미홉 

• 한· 러 관계 헌반의 활기와 동력률 획복흘뼈 양~I깐 협력 훨성화 

- 양국 간 추진 가능한사업부터 실시하면서 흔벤도 미래 협력 져l고 

- 청년, 인문, 문화쿄류 확대 촉짚 

• 투자 및 .i!.'역 확혜를 위한 고위릅 혐의쳐| 가동률 통해 효혜쩍 
사업밭룰 

• 의료,펀팡틀산규협력분야육성및지뭘 

• 북한문쩌|판련한-러간껑보·청핵협력복구뭘휠성화 

국악우선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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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특회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그동안 대외관껴까 주요국과 향} 외교에 i훌된 상활 1'1혹 

-서|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국저|적 위상에 비추어 협력 대상 지역의 

다변화,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적 

역할이미홈 

- 중국을 대체할 미래시장인 동남아·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지평확대가필요 

• 한· 아세안 l상생연대 구상률 추원하고, 인도 • 대양주 지역으로 

외교지평을확해 

- 한 · 아세안ABCD 전략‘ 추진 

- 신종 전염병 확ι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끼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하여 

동아시아 굉역공동체 구축 

*야3CD 전략 : 민적지불 교류 훨뿔•(Advance human 영pi뻐|), 

보건의료 협력 증잔(Build health security), 

생방향 문화교류 실헌(C。meet cultures), 

디지될 OI;시아 구현(Digiti경 Asian infrastructure) 

• 유립국가틀과 국체규범 확립 및 인권 츰죠!을 위한 
7짜|외쿄 파트너십’ 구혹 

-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협력 대폭 확대 

• 흥동 -아프리카·훌닙미 -충앙o•AI아 지역의 국가낼, 지역낼 맞훌형 

협력표로그뱀후힌 

- 자원 ·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쿄역 · 소비시장 확대와 

신규개발수요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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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 미룰 경행 및 쿄로나 대유행 속에 자국출삼주외 셈화 
• 공릅망, 무역 - 투자, 데이터 안보 구현 필요 

- [공급망]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맘 다변화 및 안전망 구축 

-[부역 · 투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동 지원과 핵심키솔의 

해오|유출방지 

-[데이터] 빅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안천한 관리체계 구축 

• 첨단과학가을 네트원크 획흘 뭘 신성장 t엠 지월 필요 

• 월흰171흘을가장많이 보유환 미국, 일본, 유멀국가를과협력체제 구혹 
-우리 핵심 제조기술얘|: 반도체, 배터리을경제안보외교의 

지렛대로활용 

- 미국과 경제 • 안보 2+2 회의, (한일관계 개선을 전체회 한미일 

경제 • 안보 2+2+2 장괜외교i 경제장괜 회의 추진 

• 출국과 고위릅 헌뿔빼, 외쿄장관 획의, }ti관글 헌략대확 률을 

활용해 헌략를자 수굽 혐의 활성화 

• 쿼닥@빼) 백신, 기후변화, 신기솥 워힐그룹애| 본격 함여를뼈 

한 • 쿼드 네트워크구혹 벌판으로활용 

• 역내 주요 무역협정(인도 • 태훨양경쩌l프레임워콰Ir념o-Pac헤ic 

Eoor빼nic Fram빼ak), 포괄쩍 • 점친쩍 환태평양경제동한!'Al협껑 

(CPTPP), 역내포팔척경쩌|동반Al협청(RCεp)) 등을 톨해 우리 

기업이 를로뱉 공릅망l 디지탤 무역 률 붐야에서 유리한 입자를 

차지하도.지훨 

• 국가 껑상 간 ‘경쩌|흰략대화’ 활성화 

-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특사저|도운용 

국악우선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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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환경악화, 감염병, 마약유입, 신흘기솔 등 

제반신흥안보도련과 위협틀복합력인 성격으로 인혜 위기 밭생 시 

여러 정부초칙이나 부jt-f톨이 연관되어 핵임 소째가 붙분명하고 

대융역량이부흑 

• 융합쩍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신흘안보도헌에 효과쩍으로 

대처할수있는메커니를구혹 

• 국무훌리 산하에 신흘안보 현룬가를로 구성된 ‘신흘안보위뭔획’ 
(타뼈ging 앓curily Commiss빼l; 단;c}9 힐치빼 부처벌 

신흥안보 대용률조청하고 지원하는 역할부여 

(국무조청실장과 민간첸문가가공률위월장 역할수행 

-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ι홍민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논 안보태응 시스템을 구축해 ‘작은 청와대’와 

’책임총리제’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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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 셔|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다자외교 성과 및 공쩍개밭뭘조 

(OD,매의 규모가 선진국 수훈에 미치지 뭇하는 실청 

- 글로벌 오|교 리더로서의 역할과 ODA 공여수춘{GNI 0.15%)이 

크게미를 

•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여 개방쩍 ·포용쩍인 국체힐서 구촉에 
선도혁역할수행 

-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년∼·2025년) 수임을 통해 

국저IA~회의 평화 · 안정메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면적가치구현 

• 글로벌 기후변화 외쿄. 강화률뼈 를로벌 생태계보존과 녹색경제 
훨‘성화 투 가지 목표를 힐찌| 후구 

-2050 탄소종립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 

• 경쩨 위상에 부힐하는 선E백혈 곰쩍개밭뭘조(。D아를 수첼함으로써 
국격고양 및 유엔의 지촉가능발헌목표{앉X훌s) 달성에 부융 

• 보건안보, 식량안북 테러리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붙O뼈μ| 사람을 

출시률|는 l인간안보(human i뿔cu바y}’ 층진 리더칩 구현 

국악우선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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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 

• 전 셰계 채외동포 수가 약 732만명(2020년 기준)으로 졸가하여 

펀담정부기구설치뭘요 

- 채외동포의 거주국내 지위 향상 채외동포 기업인 • 상공인들의 

역량 층대에 따라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연계 강화 필요성 층대 

-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기대 수준 상승 

• 채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l 교육부, 행껑안전부 둥 
여러 부처에 산채하며 체계획, 효률혁 지월 저해 

• 해외를국자가 2011년 1,200만명에 도달한 후, 2019년에는 

약 2,800만명(약 133% 증가}를 넘어서면서, 재외국민 관현 

사건 ·사고도 약 191% 흥기{연평균 15% 상용) 

-코로나19 땐데믹 상황지속으로 i귀국지원 ‘방역물품지원 

i응급의료지원 등 이전과 다른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수요 발생 

.... 71롤의 채외동포째단를 흩수하여 ‘째외동포훨’ 혈림 

• 세계혼방대회 및 셰계한얻!무역협회(월트 옥타}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 기업과 연계, 국내 출소기업과 청년 인획의 해외 E셔흩 지원 

• 째외률포 켠익신장 위한 심짙쩍 정책 후힌 

-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쩌|고 방안 마련 

- 채외동포의 효백어, 국샤 운화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분야 · 서|대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확 

- 첨단 미래스볍 분야 채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 관련 

쩌l도정비 

-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성 강화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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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올 
쩨고하겠습니다. 

• 사이버암보는 안보·경찌| ·쩡치 ·사희안헌(범죄}이 률첩되는 호국경쩍 
시안이므로 관헌기관· 기업 뭘 외국과의 정보공유와 혐핵이 훌요 

- 혼택은 북한의 집중적 사이버공격 히에 았으므로 대응체제 완비가 

특히중요 

• 그럼어l도 혼발의 현 대융껴따|}는 국정뭘. 과기부, 와파부, 국방부. 

경할률으로붐훨되어 있어서 쩔보공유와협력율를한흘휩쩍 대용이 

곰란하며 천문인력도부족한 상활 

• 국가 차월의 일뭘화된 사이버 대용 채째 구혹 

-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시스템 구측 및 E받군 통뿜”응체계 강화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행처l계와 활동방식 등을 구체화 

- r시이버안보기본법쩌l}J 「통합방위법(께」 

• 사이버보안 10만 인채 양성 
- 불법적 시<>I버 공격에 실질적 방어가 가눔한 실침형 잎채 양성 

- 정부가 전국 지역별 정규과정(대학·대학원) 및 특수과정 

(정보보호특성화 대학. 융합보안대학웹) 확대와 지역별 정보보호 

교육센터 설립 등 적극 지원 

• 사01버안;보 기출 발전 및 기업 지원 위한시이배안보 생태계 조성 

• 국째 시이버 협력 네트원크 구혹때 척극 혐여 

-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일 

- 랜섬워|어에 대처하기 위해 마국이 구성하고 .는 ·랜섬입|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 Counter 없nsom뼈re lnttiat뼈)에 적극 훌뼈 

-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정보공유훌 확대하고 쿄육 파견, 

사이버 합동훈련 등 국제 사이버 협력을 강화 

• 사·|버 붙야 무기체계 뭘 지원쩌|계의 신속한 전랙화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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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생하겠습니다. 

• 국방개혁 2.0은 병력과부대 수 촉소에 치출한 반면. 힐뭘쩍인 
국발력강획에는소훌 

• 국방개혁 2.02! 경획된 를 유지로 #싸l업획명을 기반으로 한 

혐단과학기출 쩍기 활용 블가 

"' Al 기반 부인 • 로봇 펀투빼|계 구혹 

유인줌심체계 유·부민복합 
천투체계 

부인로봇충심 
전투처뼈| 

※병력븐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 인구절벽 문제 해소 

※저12의 창군 수준으로 군대 재열겨| ; 부대 · 병력 구조, 교리, 싸우눈 

방법등 

※국방개혁 2.0에서 4j;암!업 기반 l국방혁신 4.0’으로 천환 

• 국민을 위한군대Cl운 군대, 과확쩍 훈련쩌|계 구촉 

- 국방백서에 북효를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 정치권의 군 인사개입 차단. 군 지휘체계 획립 

-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 • 메타버스(AR·VR· X매 활용등 

• 현역병 소요 단체쩍 촉소{징모혼휩쩌|로 련환) 

- 무인 ·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흑 
- 비전투분야 믿간인력(군무원, Of웃소싱, 민ζ단사지원기업 동) 

으로대체 

• 괴학기솥 환문천투요뭘 모병 확대, 양힐의 일자리 월훌 

• 월격쿄육 통환 예비군 소집혼련 혹소, 횡사복무 예비군 톨엉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 최저임금 시급 적용 

• 4차t뼈혁명 기출밭련 속도에 부용하는 련력화쳐|계 구혹 

• 국가현력 차월의 방t바훌확대 뭘 얻지리 훨흩지원(미래 국카 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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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미사일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한미 연휩훌련 혹소 뭘 가톨훌헌 취소등으로 흘삐간신뢰 Ai하되고, 

북한 핵 • 미사월 위협이 률대 되어 국가안보에 휘약첨 밭생 

• 률lfll 확장억쩌K빽우산) 실행력 강화 

- 효11:11 와쿄 ·국방{2+2) ‘확징억제전르볍의처KBEG1’ 실질적 가동 

- 전략자신(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강확 

• 부너힌 신뢰 회복l 한미 연힐방위태셰 채건 
- 흔11:1 I간 전구급 연합연융C며<), 야외기동훈련(FT지 정상 시햄 

- 사드기치 정상회〈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임무수행 여건 보장) 

• 효lfll Al 과학기흘동맹 강화 
- 혼버| 군사과학기술센터 설립을 통한 앓D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 

• 혼E혹형 3혹해|계 복훨, 핵 • 미사월 대융능력 획기쩍 강화 

- 킬체인(때II-℃벼in}을 통한 자위권 환보 

·고위혁 ·초점밀 ·극초음속 듬강혁한선체타격 능력 확보 

- 혼팩형 미사일 방어체계(KAM미 강화 

*시드추까 11~1 및™-3적기전력화둠다층 DI시월 방어쳐|계구촉 

*레이저를 비롯한새로운 요격무기 개발 

- 대료떻집보획KMI때 역량 강화 

·고위력 정밀 E~격쳐|계 및 효lal동맹 전없씬으로응징 

*압도적인 응집능력 구현을통해 북한도발억제 

• ‘효백혈 Ot<>I언 톨’ 조기 펀력화 (’30년→ 옮년) 
- 수도권, 믿구 밀집지역 최닫시간 내 배치. 돔 형태의 방어망 구혹 

- 혼팩형 미사일 방어체계(KAM이와 통합, 다층 방어망 보강 

• 독자혁 껑보 감시헝촬(IS매 능력 구비 

- 군 정찰위성 조기 운용 및 추가확대 핵심표적 상시 감시능력 확보 

- 북핵 · 미사일, 장사점포 위협 대응을 위한 적시적 정보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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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에 맞는의·식·추개선 
- 의 ; 군 보급품 전면 재검토, 품질 · 기능 강화. 계약체계 개선 

-식 : MZ셰대 전투식량(1회용 고품질 건강식) 개발, 

선택혐 급식처|계로 개선 

핸!환경 농산물. 지역과상생히는군급식 조달체계 정상화 

-주 ; 2∼4인 거주, 편요딴} 휴식 공간제공 

• 문의 특성메 맞논 의료체계 개션 
-필요할때언제든치료·상담받을수있는의료서비스제공 

- 최고 브랜드의 군 전분병원 육성 ; 신속한 응굽체계, 외상센터 등 

- 국가책임 ‘軍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군복무중 발생하는사고 및 질병에 대한 획기적 보상확대 

• 문 복무기간 충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창업 지원 표로젝트’ 추진, 4차ιF업혁명기솔 쿄육 표로그램 체공 

*혁업 • 취업 • 찰업과연계한 ‘맞춤혈 복무지원’ 강화 

-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대학확대 추진(159개 • 모든 대학) 

- 임무수행에 필요한 근육개발 센터(Muscle Center), 트레이너 지월 

-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감 및 주말 외출 확대 

• 병 휴가스뱅 방법 개선(로l 밑 . 공휴일 휴가일수 포함→ al포함) 

• 입명 대기기간 획소화 : 본인이 뭘하는 입대시기 획대 보장 

튼튼한안보국방 

04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 ~ 문사보호구역 혈청과훌련 소음률 문부대 E단 지역주민의 

톨프ιl 째ξl켠 및환경권침해 

• 지역 내 t뼈퍼어 았는군부대로 인한지역발전 ~빼 

.철 
• 스빼한 군사:Al혈l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톨빼|합→ 민문복훌뽀}운 포성 

• 문사시설 보효구역, 필수~I억 제외하고 헌면 해쩌| 

- 관광단지 -~법단지 ·문화얘|솔주거단지 등으로 개발 

• 지역주민 개발이익 수혜, 사유채산궐 보장, 민 ·군 관계 개선 
(감등→상행 

• 장병 주거 • 복지시설 개선, 훌련 -임무수행 여건 보장 

·전방부대 1-2개 지역 시범 시행 후 접죠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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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힐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쩌Al지 

않고있옴 

• 병역의무 이뺑에 대한 ‘사획쩍 폰흥’ 
- 병사월급 200'2.!변 보장 

-군복무경력인정법제화추진 

- 민E뜩택 청약기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릅적용)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6개월 • 18개월, 소급적용)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저도화 추진(2째 • 모든 대훼 

-추서 죠답된 계굽에 상응하는 굽여 및 예우 보장 

• 칙업문인의 처루, 효릅칸부 복무여건 개선 
- 군인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전면 개선 

·위험큰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호괴근무추당, 추책수당, 장기복무수당등 

각종수당 

-군주거지원정책강화 

·‘국민영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숙소중싱E로 전면 개편 

- 군인자녀 쿄육환경 및 여건 개선 

- 단기복무장쿄(학군 -학사 -전문사관) 복무기간 단혹 

• 국문포로 졸휠노력 뭘 대우 채션, 보훌 판현 지원뿌서 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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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현행 보훌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추유공자 등 9개 분야 

볕로 각 개벌법횡에 근거해 그 대상선청과 지월이 이투쩌지고 았픔 

- 각보훈대상은 법률체계나 연혁,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끊이질 않고 있읍 

-특히개별보활에상근거법령개정시타보활씹메대한지원내용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보상의 종류와 정도에 불묘IOI 

쌓이는상황 

• 보훌대상벌 보훌혜|계 채설계, 공정보훈 체계 구축 

-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 보훈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상이듬급기준개선 

-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충복 및 정합도 체고 등 
￥수당등드로 기초연금 대상자들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체도개선 

• 국가유공자 유혈벌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천명예수많現.35121뺀) 2배 인상 

-무공명예수당, 상017급 보상금, 6.25 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듬 

. 보훈국가업흘제도입 

- 작무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화 등 

• 생훨포정수당 부양의부자 가훈 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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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의 
명예를높이고, 보훈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싼공상몰 인정받고도상이등륨 미달 등므로보훌보상몰 제대로 

받지뭇하는상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늠 국자유공자 선정이 

매우어려문것이현실 

• 현채 PTSDOll I패한 국가보훌처의 명활한 심의기훈이 없는 실헝 

- 입증자료 부족, 엄격한 심사기준, 개인간의 차이 등 

- 마SD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디양한 붐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치료시셜 

구혹필요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틀 보훌 심사 가훈 완확 및 

치료시혈확대 

- 체계적이고 명확한 마SD· 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PTSD 친료 및 치료기능 병원 협력 및 연계추진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 청상이 환공상군경 보훌보상제도 도입 

- 전공상을 민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뼈|, 천안함 생존 송조원 등) 

. 보훌십사기간단혹 

- 6개월 이내 (2021년 평균 엉5일) 

일류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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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보훈위탁병원을대폭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1년 기훈, 6개의 보훈벌월(서룰, 부산, 대구, 인헌, 

광주, 대천꾀i 458개의 위특뺑월 톨명 출. 2022년까지 위탁병뭘률 

없0개로 확혜 예정이지만, 여펀히 사Z짜|대 발챙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초고령화{6.25 않써|. 월남전 7씨”메 따라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위탁병원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나 질, 의료비 부담 운제 지적 등에 대한 

적극적인제도개선필요 

• 신규 보훈병원 건립 후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 보훈위탁벌월을 전국 범 •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채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 합헌유공자 위탁볕월 진료비 현액 면체(현행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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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신속한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동안률장기 북무자 률심의 지원 쳐|껴l로 와무륙무장병은 혈힐쩍 

지월어써배제 

- 매년 전역하는 25만명 청년의무 장병에 대한지원·이 관련 시간과 

기회의 손실(학업 · 경력 단절 취업기회 상실)에 비해 상당히 미약 

하다는지적 

.현재 취얻응시연령 연장, 군 경력 호봉 인정,북확 · 복직보장, 복무충 

학첨인정등 

• 률장기 복무장병{매년 7헌여 명 천혜 빼업를또한 낯아 얀쩔쩍인 

일자리 빼공률 위한정책지원이 강획되어야 힌디는 지쩍 

-충장기복무 체대군인 취업률은 연명균 61 .3%수준으로 미흘 

• 소극쩍인쩌l태군인I뺀센터 운명 개선 뀔요 

- 의무복무자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현재 5년 이상 군 복무자 

대상) 

• 청년 의무북부 장벌에 대한 지원 깅화 
-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의무복무징병 {가칭)사화복귀 ‘빌드업 보훈 비우처 체도’도입 

·교육, 직업훈련비둥 

- --직치월금 단빼쩍 요~실업글여 수훈틀고려) 

• 쩌|대문인 지원센터(現10개소) 획흥 뭘 역랑 강확 



담대한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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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 코로나1뿔} 힘께하는 시대 3년 차로 교육환경 급변 

•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획슐격차 심화와 획슐와욕 저하 문찌| 칙면 

-(2020년 국가수훈 학업성취도〉 평카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급격히증가 

• 위드 쿄로나, 4차ι법혁명 동 미래 사회에 맞는 인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싸로훌 시대에 맞는 씨로훌 쿄육이 필요합 

• 쿄육단계낼 빼쿄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혈 인체 육성 

-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 • 종등 교육과정의 예교육 필수확 

- 대학 기초과목에 때 튜터링 전면 도입 

- 인공지능{Al}, 가상현실(VF에l 층강현실%때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교육 

.... Al를 활용한 학력힌단 시스댐 구혹과 Al 보조교사(튜터)료 희슐격차 

완확뭘기본학력향상 

- 모든 학생의 학력을 친단 -평가하여 빅데이터 구혹 및 맞춤형 
학습지원 

-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및 전반적 학력 저|고 실현 

• 교육과쩔 개황을 톨해 Al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명 

-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l 소프트웨어 

활용등 

• 자기주도척으로 왜련운가가 되는 메타버스 헌운쿄육과헝 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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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이들 학습권을 지키꼈습니다. 

• 단위학교 업무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률으로 보작교시쩍 과도한 

업무량 증가어| 따라 신학기만 되면 담엄 -보작쿄사 기피 현상심화 

- 행정업무 내몰려 교육활동 저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OIOI들에게 

전가 

• 홀.국2훤단쳐|흥면힘획(혼백쿄훌}쿄육추깐설룬 결과, ‘흘뺑을 믿어 

주고 활소톨흘|는선생님'OI 가장되고삼은교사상3년 연흑 1위 차지 

-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징하는 지름길 

• 학쿄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OIOt를의 학슐권 강화 
- 교원 행정업무 총량저| 및 시스탱 개선 

- 평가엽무 및 장학업무 부담 완화 

• 확쿄 .i!:륙의 정치쩍 중립성 확보 

• 학뺑 지도에 펀념힐 수 있는 쿄육여건 조성 

희망사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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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과} 전문대학을통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직업껴l괴특성화고, atol스터괴졸업생의 휘업를01 몹째인 형부 

톨어를격히하락 

-2017년에 %.없어|서 2020년 27.뼈로 감소 

- 대학 진학률은 2017년에 32.8웹{|서 2020년 42.5%.로 증가 

• 현룬대의 취업률븐 70.않때19년 12월 기훈밑로 4년체 대혹벡 

63.3% 보다 높지만코로나19 명향으로 대폭하락예상 

- 학렁인구 감소에 따라 전운대의 학생 모집도 위기 심화 

• 산업 연계 실무률심 직업쿄육 강획i로 휘업역량 쩌l고 
- 학교중심에서 ι범계 주도형 도치|교육으로 전환 

- 학교와 호|사를 오가면서 배우는 ’코업제’ 도입 

• 률합형 과육과형률 도입하여 산ξ법분야 고혹헌 인력 양형 

-Al,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솔 직업쿄육과정으로 개편 

- 특성화고 • 전문대학 6년을 5년으로 단축한 통합형 쿄육과정 도입 

• 고속현 인째로 성장를 위해 국가가 경력관리틀 지훤 

• 환문대학률 지역 거혐 평생직업쿄육기관으로 육성 지월 

- 신효법 및 인구구죠 변화에 따른 성인교육 수요 만명 

- 지지처|와 연겨|하여 지역특화 분야 직업쿄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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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꽤스트 러낭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를초기에양성하고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나다. 

•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븐 져|촉 하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밭련을 견인하기에 역부촉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미 조사 대상63개국 중 

교육 경쟁력 27위, 대학 경쟁력 48위(20:엉년 기준) 

• 코로나1뿔i 대변혁의 시대에 미래 성장 돔력인 신t뱀 ~~ 양성을 

위한자율쩍. 탐력쩍 학위 과정 훈엉 필요 

• 자률어| 기E뺀 미래지향쩍 대학발헌 생태계 조성 

-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채검토,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전환 

• 대확 확위과정 편성 및 운명의 완천 자율화 
-신t법 관련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우선 적용후 단계적 확대 

• 빼스트 러닝 트랙(Fa힐 Learning Trac쩌으로 신ι법 혐단인체의 
조기양성 

-학·석사연계과정,학·석·박사연계과정,석·박사연계과정둥 

• 미래 유망산업 10개 학문불야 10년간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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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쪽협 

.썰 

대학을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 대학01 ‘교육’과 l연구’뿔만 아니라경쩌|쩍 가흥| t받의 주역으로 률장 

- 선젠국에는 기술이전 · 창업을 통해 수익창출과 경제성징에 

기여하논 기업가형 대학 다수 

• 현째 대학창업 관헌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훨되어 잊고 고급 연구 
인력븐 창얻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창엄을 기피 

• 대학이 경쟁우위에 었는 인력과 가솔률 활용, 스타트업 신일로 

자리매김활수 앙도록 쩍묵 지월 

- 신t볍벨트와 연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 창업기지로 

활용 

• 디지휠 를랫폴률활용흘|여 셰대낼 맞홈형 창업 -창쩍 지원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대학횡업 협트를 타워 혈치 
- 소관부처 닫일화, 보상체계 등 제도 • 법령 정비하여 스타트업 

창업열기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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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꼈습니다. 

• 과학가출과t법혁신은수월성 바탕펙 항의 • 도련쩍 인체가주도 
- 과학기술 인력 부족, 산업 기술추격형 인력 위주 

• 디지뭘 기술붙야 미래셰대 육성 인생 다모작 위한 충장년홍의 

헌활기획마련 

-ι범계는맞춤형인력부족 대학은학부제종심공굽과잉 

미스매칭발생 

~ CIAI멀과에너지 대전흰시대산업수요맞훌형헝년 ·여성 획신g찌l육성 

- 『 DN뼈않벼, N빼NOrk Al), 바01오테크놀로지(댄1 RNA 블록체인 

(Bloc없iain), 머|타버스(Metaverse)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미래 인적자원 선제적 확보 

- 대학 • 기업 등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 설계 

- 청년 • 여성 과학믿을 위한 연구 기회 • 평가의 공정성 •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 청년 • 여성 과학잎틀이 과학기솔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 청년 • 여성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의 국제연수 • 국책연구사업 

참여기회 부여해 경력주기벌 맞춤 지원 

• 산업대련환률 겨l기로 요뺑다모작를꿀꾸는출징년층싸로릎 기회 체공 

- 소상곰 • 줌소기업 종사자에게 ~샌!업혁명 전환교육 기회 확대 

- 전국 폴리택대학 및 지역대학·을 권역별 직업전환쿄육기관 

(DX-슐:ademy).2.로 지정 ·운영 

• 생애추기벌 • 획문벌 .ii!:육표를그램 획흩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 소표트웨어 관련 교육 의무화 

- 대학별 연 1αh않P명의 결손인원을 활용한싸관련학과신 • 증설 

-모든군장병 대상Al 71초소암교육실시 

- 고령충 디지털 격차 해소 휘한 지원제도 마련 

• 왜 뭘 소표트웨어 .... 훨역랑강확정책 시행으로 창의쩍 융합안!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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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기출·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련 뺑빼| 곁원 

훨생획슐의필요성확왜 

- 현채 평생교육-01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35~벨을 지원 

- 키오스크, 무인점포 확대 동 셰대벌 디지털 친화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절실 

• 평생파육의 대상‘률 단계척으로 확대하고 셰대벌 ·개인벌 맞출혈 

교육쩌|공 

- 교육적 닫절 · 소외 해소를 우{한 평생학슐 기회 확대 

• 과육 기회톨 률힌 성인의 획무 경력과 능력을 민정하논 

선행희습인형체도입 

• 파육 ~I와의 톨행으로 파육 희망사다리 복월 

- 발달징애 학생 맞춤형 대학학휘과정을 통한 공정한 대학진학 

기회제공 

-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로 꿀 실현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기 은토|자 및 정년 토|직자의 경제적 

자랍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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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을 지원하꼈습니다. 

• 칙업능력개밭 지월 시스뱀이 구칙 • 채칙단계에 첩졸 

- 중 •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과 연계 부족 

• ξ밸쩍인 프로그램 위주로 생애 직업능력개밭과 경력개밭의 
쳐|계쩍인지월미홉 

- 학교단겨|(커리어넷), 구직단겨|(워크넷), 채직단계(HR다쥐et)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벌 연계 부족 

• 채직자 • 사업추훌련의 질쩍 내실화 미흩 

- 일터학습 환경이 열익h하여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생산성, 

효율성증대부진 

• 환국민 생빼단계뱉 직업능력개밭 및 경력개밭지훌뼈뼈| 구흘 
-재학-구직-재직-이·전직-퇴직-노후등전국민생애 

단계별 쿄육훈련 ·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민 생애닫계별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구조화 

-생애전(솔)’ 단계별로필요한소득보장-교육훈련추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생애경력관리스마트플랫폼 

(career 않re Smart Platfor찌 구축 운영 

• 획71쩍인 일터학습 임프라Jff션 
- 일터에서의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교재 개발, 

교 -강사 인력순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촉진 

희망사다리교육 

09 

쪽협 

.뽑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출소기업의 멸악한 환경으로 인해 X낼획 • 안청쩍 역량개밭 애로 
-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근로자의 잦은 이 • 전직으로 

인력활용애로 

• 출소기업 근로자쩍 훌련 수혜 저죠 

- 사업주는 훈련 종 대체인력 확보 곤란l 훈련비 부담, 훈련 후 

인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근로자훈련에 소극적 

- 근로지는 시간 부족, 적합한 훈련정보 및 상담 부족 둠으로 훈련 

효뼈저조 

• 출소기업 직업훌현 특화표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숙련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표로그램운영지원 

- 줌소기업 대상 기업직업훈련바우처 확대 및 대 • 줄견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햄 협력에 대한 우대 지원 

• 능력개발헌담주치의(커리어닥터)체도도입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정하여 

찾아가는 맞충형 서비스 체공 

- 역량진단, 정보제공, 경력설계 둠을 상시 제공하고 향후 전체 

기업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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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 초연철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효격차 혁신기출 바탕의 국가련학산업붐야 육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흩의빽심 

• 디지뭘 전환을 톨한새로운 성장 없이 핀훨한 의미의 얻지리 힐훌도 

불가능 

• 미래 핵심산업의 신촉한 융합냉장을 혹진하기 위한 초연곁 • 지능화 

인프라구혹 

• 국가 뇨뼈| 해곁에 형부 많D 잡훌 투자 및 민간 투자 쩍극 유도 

- 국가 난제(감염병 • 미세먼지 • 저출산 • 탄소중립 • 고령화등뻐 

디지덜(Al, 반도체, 디스플레이), 뼈|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 국가전략기슐에 대규모 투자 

-관련분야민간투자적극유도 

• 미래전략산업 붙야 기업의 디지뭘 펀환 쩍극 지월 

- 연구개발과시장진입 관련 2022년말까지 규제일몰. 

신규 비즈니스는 큐저|샌드박스 

- 산· 학· 연이 공유효}는 개방형 기솔 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 벅데이Ei · 블특혜|인 융합 5G·6G 지능형 초연결맴DX월Jperway) 

등 초연곁 5대 인프라 구촉 

-5G의 월활한전국 개동을추진하고 잃보다 100배 빠른 6G 기솔 선점 

-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앙자암호 정보보호망 구혹 

-동북아스마트에너지그리득망구축 

- 효말형 GPS인 효밀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 5대 메가테크 육성으로 괴확기슐 5대 강국 톨입 
- 바01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등). 양지{Quant니m). 

Al 반도j~I ·로봇등 5대 머|가테크 미션지향적 효격j;IR&D 추진 

235 



과학기슬선도국가 

02 

휠협 

.뿔 

236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 디지탤 지구시대l 쿄로나19 팬데믹 이후 더혹 가속화된 디지탤 

산업구조로의 채편 필요성 

• 디지뭘 대전환의 시대, 련세계 디지뭘 각혹징어|서 대효멘국 국가 
헌략부째 

• 국가 전략 부채에 더해, 여전히 대한민국은 산업확 때려다엄에 

며를려있는상활 

• 다음 세대의 경쟁력 유자를 위한 디지힐화 • 지능화로의 변화 요구 
대투 

• 셰계 최고 수훈의 요벌자늄%” 산업 목표 

- 대학, 연구소 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세계 최대 Al 클라무드 

컴퓨팅인프라죠성 

-왜 t법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 강화 

• 소표트웨어 산업 씨를운 도약 

- 소표트웨어 개발지에게 공정하고 정당한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공공 π 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 

- 정부 발주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 대폭 확대 

... 100만디지힘인째양성 

-초 · 종등 내보편적소프트워뻐교육확대 및 대흘뼈|껴 • 소프트웨어 •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획돼 및 국가장혁곰 대폭 획충 

- 디지털 엉재학교에서 나이 • 학력 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명재 

육성 

- 중소기업을 휘한 디지털 인채 채용 인센티브 확대, π t뱀에 맞는 

근로문화와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한지원 

• 고도의 디지뭘 인프라 구촉 

-5G 전국맘 고도화, 6G 셔|계 표준 선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가능한5GMEC 기솔 적극 육성 

- 지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5G 서비스 저|공 

- ’믿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 분야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l클라우특 인센티브제도도입 

... Al 반도체, 모낼리티 서비스 산업 등 기술혁신 유도 

- 메모리 반도체 초격치는 물론왜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뼈|서 

선도국 추월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 적극 유도 

써쩌| 정비 및 전력 인프라 지원 등) 

-모빌리티 서비스t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드론 · 도심항공쿄통 (UAM: U뼈nAirM뼈lily) 등새로운 배솔 

및운송수단발전촉도가속화 

· 메타빼스선도국가 

- 메타버스 기솔 혁신을 위한 법제화 추짚 

-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촉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글로벌 메타버스로의 확잠성을 위한 디지털화 

II> AIOI버안전망강확 

-Al 활용토틸사이버 대응체계 

-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염으로 사이버 공격과 농뻐 훈련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Z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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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초격차 리얼 디지뭘인프라 ι법 육성 
- 현실과 가상공간 공존형 디지털 민표라 구축 관련 기술과 사업을 

세계일류화 

- 인공지능{Al), 기상현실(V때 · 증강현실씨갱, 지능형 반도체, 
고화질 디스플레이. 초자능형 모바일. 초고속 5G ·6G 이동통신 등 

~ (BT) 유전지톨합쩌|어 기출 및 효법 

- 디지털과 뻐|오의 융헬l 유전X땐집기술 등유전X톰행|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 

- 유전자 통합져|어로 희귀질환치료 등 국민 의료건강 향상어| 

획기적해결방안마련 

- 디지털병월,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도병행추진 

~ (MT) 자능형 모벌리티 기출과 산업 

- 데이터, 오바일, 초고속이동통신으로 제어되는 자능형 오빌리티 

기솔과t엠을 세계 일류화해 키존 주력t법의 LP:~업혁명화 

지원및고용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학뻐M) 등을 비롯 다양한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t법으로의 빠른 전웰{| 필요한 기솔과 인프라틀 

대대적으로 획충하여 신t법으로 전환 · 발전지월 ·규제펴|지 

- 교통약자 • 교통소외지역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Al기솔개발 확대 

과회JI슬선도국가 

04 ;}흉할활혈짧하지 않겠습니다 
~ ~ 71효연구에대한투자현략부해 

를흐ιl -투자목표치 산정에 대한모호한 기준 설정 

.썰 
~ 71효과학연구에 대한 투자웰M와 관련 쩌l도 혁신 

- 현 5조원 수훈에서 대폭 확대 

- 이가칭)기초연구투X홉진에관한특별법오로 기초연구투자를 

져l도화준비, 71초연구과제에 대한평가제도획기적 개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은 연구자의 지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으로 대체하고 연구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체도의 

합리적개선 

• 청부훌연연구기관 역할를 국가생좀기솥 연계 ‘공공임무형 기판!으로 

헌활 

- ‘과학기솔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밍1 ~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등뼈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NST에 과학기술통합정보망과 연동하는 ‘국가전략기술연구 

플랫폼을구축 

-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및 전운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확립 

· 창의·도전연구강화 

-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노력 

-5+5년 l자율기초연구사업’ 시행 

• 괴학기솥인 언글 뭘 청년 쩌l도개선 
- 마iS 제도개선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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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설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 국가 앓D 1아흩뭘 시대의 개막과 국가 련략에 대한 고민 부채 

-우리보다 앞서 100조원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19년도.71훈) 1위 미국 (민간재윈 495조원. 공공재원 228조원). 

2위 중국(200조웬, 3위 일본〈민간채원 1닮조원, 공공재원 40조원), 

캡{ 독일(민간채원 앵조원, 공공재원 41조웬 

• 국가 없DI께|서 민간 비출이 훨대쩍이지만 최근 민간 투자 활력를 

점차g렐l 

*민간재원 흥가율{뼈; 

('17년) 14.7% • ('18년) 9.4% • ('19년) 4.3% • ('20년) 4.0% 

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카율{%); 

('17년) 16.0% • ('18년) 10.0% • (’19년) 3.9% • r20년) 2.9% 

• 국가 없D 양쩍 확패를 넘어 힐쩍 성장 위한 밟D 형혜 힐계 개편 

- 국가 댔D 결정시 국가 임무형 기술 R&D.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세분화해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 수립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저|토’ 등 도입해 10년 이상 국가적 잠기 연구 

사업의계속추진 

- 국가 과학기솔위원회에서 정부 댔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민간 주도의 R&D 환경으로체질개선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댔D 

센터유치 

• 국가엄무해컬형 혁신핵|체를 혈껴|하여 국가엄부해곁에 칩출 투입 

- 정부 R&D의 설계 구초시 국가엄무해결,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Al연산용 하드웨어 및 클라우트 등 인프라와 신기솔벤처 육성 등 

전략적고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카임무 달성의 중심 

-산·학· 연외 연구역량이 개방형으로 결집 · 연결도}는 리빙랩 

방식의 「국가임무해결혁신센터」를 각 국가 임무 과저|별로 설치 

• 연구도천 시스멜 셀계 확대 -발천 

- 창의 · 도전적 연구의 지원을 휘한 연구도전 기회 대폭 확대 및 

댔D철계변경 

- 찰의 • 도전적 연구도 장기과제에 적합 여부 판Et해 지속 예산 지원 

• 과감한 초셰 · 곰융 지월를 통해 민간 투짜 2배 졸가 유도 
-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기술혁신밍회디지원제도의 확대시행과 

출연지원의 민간매칭 확대 

-R&D와 신기술제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민감혁신활동유인 

-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t법 ‘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조정 

-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방향 설정 및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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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 셰계쩍인 메타버스 생태계 선첨 경행에 뒤쳐자는 대힌민국 
- 메타버스 생태계 훨성회를 제약하는 규제 묘밴 

- 하트파워(통신 인프래 대비 소프트파워(콘텐츠j 경쟁력 열위 

- 메타버스t법 관련 인력 부족 

•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뭘 체계 마련 

-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저|정 

-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 메타버스 효뱀 활성확로 일자리 확대 

~ NFT 률 로큰경쩌| 활성화 위한 글융7혜|계 개편 

- 기상-현실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로 

국민펀의성증대 

- P2E(Play to 덜m) 케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펴| 

- 가상화펴|의 국내 |∞ 전면 허용IEI。 거래소 개설 후) 

-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N마 ; 대체불가능 토큰(N。n-Fur껴;iible Token) 

ICO: 암호회뼈|공께Initial Coin 야e끼ng) 

• 메타빼스 유관산업 1맨t 인력 양성 
-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 배정 

• 미래 일자리 휠훌을 위한 블록혜|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사회적 으f자의 디지털자산시장소외 방지책 마련 

- |∞ 허용 및 해외 거래 기능한 상품은 국내에서도 출시와 
거래 허용 등 규체 샌드박스 확대 

• 디지멀 격차가 없도록 학쿄 뭘 국민쳐|혐Al설 확충 

- 처|험형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및 노년충의 IT 접근과 

10∼ 20대의 메타버스처|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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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얀보 뭘 미래 빼심 곁쟁력을 위해 셰계는 쭈후산업 선첨 경행을 

별이고있옴 

-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 달러(약 423조원)어|서 

2040년 1조 1 ,αm억 달러(약 1,286조원)로 확대 예상 

- 미권~헤, 일본J야예, 중국{이없, 유럽(타해, 러시01{홈않 

등전담조직화 

• 우추 개발 거버넌스 뭘 추진기구 청비로 3).15년 우추장국 진입 

- 국방부, 과학기솔정보통신부, 방위사엽청, 효밀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 설립 

- 우주항공 통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탱 마련 

- 우리 위성 자력발사와 달 • 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A해| 추진 

• 우추산업 밭전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뭘 임자리 창흩 
-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비행기 제조 위성탑재체, 

통신위성캐발지원 

- 데이터획득, 분석, 커뮤니케이션동관련 분야솔루션 기술혁신 추진 

-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흥뿔 

- 극초음속 항공 기술, 초고속 항공기 개발 

- 지역 ·거접 대학별 우주항공 특화교육으로 

1앤i뉴스꽤01식New얄a흥) 전문가 앙성 

• 효백형 위성황범시스템(KPS. 뼈ean R휠빠iir힐 훨뿔!찌 조기 구혹 
- 효택형 GPS 위성 조기 시험 발사 추진 
- 전국토 1 : 1αP 전자지도 구촉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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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의 보편혁, 맞홈형 수요에 부홀.하는 문회복,};I와 몹화예슐교육 

시스탬필요 

• 효발문화의 우수성을 알려고 ~~업혁명에 대용한문화예출 
시스맴천환미비 

• 4차스i업혁명에 대응한문확Al혈과 전문인력 양성 둥문화생태계 
구혹시글 

• 문희l누리카드 지뭘 확대 뭘 신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혀|금액상향조정 

• 헌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곰곰 서비스 제공으로 룬화시장 확돼 

- 언제 어디서튼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기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가상공간실현 

- 디지털 소외가 우려되눈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수요자가 출십미 되는 주쳐|쩍인 생활몹화 활동쳐|계 및 예출 - 가슐 

융합체계확대 

- 창의성 제고 융합교육중심으로 문화교육-01 추진되도록 

쿄육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재쿄육,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 

- 운화시셜을 ICT 공감으로 조성 

- 예솔 -71솔 융합형 인재양성 

• 운회비 소특공체 연말정산 쩍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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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슬쩌움강국 

02 쫓쫓짧꽃l싫흘깊짧훨찮좋쪽빨술인 

휠협 

.뽑 

248 

• 쿄로나1Q로 몹화어|출계 벼랑 몰 생폰위기 

• 여|솔인은 진입장벅이 높고, 며흡인간 양극화가심하며, 

룰공청환경심화 

• 복지가가장필요한 저소특 여|흘윈, 청년예출e들은 여|흘언 복지 미흩 

• 요뻗j쩍 문화예술 채뭘 확보, 채핸의 톡립률 톨한 예솔지뭘의 자률성 

찌l고 

• 여|출인의 껑당한 궐익 보장를 통한공정한 여발 생태계 확립 

- 예솔인, 창칙~l 문화기업 간 공정한 겨IQ팩|계 개편 

• 저소특 예솔인, 청년여홈인메 대한 훌염료 체를·생훨고 여남인 

죠밀구흐 지월 강화 등 예슐언 안전망 확대 

- 저소득흥 예술믿 고용보험 지원 확대 

• 여|솔의 창학"'속가능성 감안 다년간지원 위추 천환 

• 과획기출 • 예를 융합운화에출인 체파육 프로그램 뭘 훨둥 지월 

• 문화예출창작공간 조성 뭘 지원 

- 전국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창작 • 스타트업 공감 제공 동 

• 여받인 X썩훌 벌륨 훨차간설} 뭘 신축 처리 둥 관련 행쩔 캐션 

문화예을쩌원장국 

03 聽겁;讓캘좋화의미래로 

쪽협 
• 대출문화 위주의 한류를 효탁운화 챔반으로 획산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었는 지촉쩍 • 효률쩍 관리와 투자 뭘요 

• 디지뭘 플랫폼이 한류획산에 기여훌l고 있지만, 한류롤텐츠가 
향흩한 부,,.기흥|가 국외로 유훌된다는 비!..IOI 있옴 

.뿔 
• 론헨츠기업뭘며흡안흙l서뼈l >-1장죠발롤우훤펼뼈지뺑뼈녀혹 

-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유통 역량이 미를한프리랜서 및 중소 

콘턴l츠 업체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 

• 효확문화를 글로벌 문화쩍 미래로 밭련 

- 대중운화 위주의 한류를 효팩의 매력을 극대화할수 있는 한식, 

패션 등 K-챙활문화로 획;산 지원 

- 효팩문화의 우수성을 알랄 수 있는노벨문학상수상을 위한 

체계적지원 

-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흔팩, 혼택문화, 흔택의 예술민들을 

중심으로활동할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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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홀.국 대훌문화 콘텐츠에 대환 셰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흔텐츠기업의 글로볕 진흩01 훨씬 용이 

• 서|계를감동시힐 수 았는국내 론헨츠에 대한수요는크게 풀아힐 뻔망 

• 수많은 소큐모 불화기업틀이 를로볕 진흩로 스타기업으로 훨~하기 

위해 혁신활동률 홈홀하게 지월활 시스템 구혹이 혈실 

• 쩌|계 공감 국민창작 공모시스템’ 구혹 
-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 대기업과 창작력를 갖훈 수많은 소기업의 동반성함률 위한 롤펜흩 
판현여|산 Al뭘확해 

• 민간 롤텐츠 업쳐|의 NFT 시장 활성회를 위한저작핸법 쩌l도 

쩔비 및 유훌 훌1성화 지월 

*NFT: 대쳐}붙가능토흰빼T핀Jngible Toke미 

• ‘K-콘텐츠 청년 일짜리’ 50만개 창흩 

- 방솜 및 영상콘텐츠. 게임, 웹룬,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광고, 

씨,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등 

• 론텐츠쩌|칙차 지원 확대 

- 아이디어 기획, 저|착 및 저작권 등록,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원스톱지원체계구축 

-on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 콘텐츠 사업자 줌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현지 제작 지원 확대 

• 힌류 롤텐츠 저작련 보호를 룡환 ‘문획주캔’ 강화 

- 저작권 보호의 글로벌 대응 능력 저|고를 통한 

한류 문화·콘텐츠산업 보호 

- 국제 저작권 기구 연대 외교적 촉구 둠 돌시 대응 

문화예을쩌원장국 

05 전통문稱산을 미래의 문화싹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쪽협 

.썰 

• 문화채 보폰관리에 대한 인식이 낳아 여헌히 릎화째로 인한갈률 밭생 

• 문회해보폰및개벌과첼해국탬의부담이높아구호를헨문쩌|발생 

- 문화재지표초사는 국가카 부담하지만 비용부담이 훨씬 큰 빌달 

조사는 소큐모만 국가 부담. 개발업체로부터의 공정성 확보 한계 

• 유형문화재 관리 휘약, 무형문화재 펀송 단혐 등 문화채 보존관리 
위기싱화 

• 문화째 관리체계 혁신과쩌l도개선 

-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예측가능한 문화재 경관관리 및 

갈등최소화 

- 구역별 · 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전환 

- 중점보호주의에서 미래 운회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보존체계 전환 

- 매장문화재 발굴초사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카 부담 

• 지역 관현 톨화째 보폰 연구기관 가능 킬확, 환문인력의 체쿄육 

- 공공문확채 발굴기관 확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산상 손실 주민 

지원확대 

- 경주 등 문화재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연구기관 역량 강화 

• 무형문화유산보촌를 위한문화꽤채단의 기능 강화 

-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특별 지원 확대 

- 유통 및 발표 기회 확대, 원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의 

제작및유통확대 

• 펀롱뭄획유죠렐}천륭싸활보좀 청핵 강화 
-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업 A:I원 및 운화유산의 전승 • 가치 저|고 

- 불합리한 규저| 개선 및 세제 개선 

- 문화유산의 포괄적 관리체계 전환 및 전담조직 신설 

- 국공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 신라황룡사 및 백제 미록사등국보급 문화재 복원 

- 전통문화유스K팔만대장경 등)디지털화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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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불공정 문저l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여파로게암산업 큐모가 21.3%성장했으L~, 

획.형 OIOI댐 문찌| 률 게이머 권의 보효는 여전히 미훌함 

•2020년 국내 게임 시장큐모는 전년 대비 21.3%성쟁약 19조월) 

(20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 e6.포츠훌추국Oli!~는 위상은릎지만, 셰대 l지역 l훌록편중화로 

산업 련반경쟁력이 낯고 성장의 한껴|가노흩휩 

• ‘국민이 힘여를|는 케이머 권익보호쩌l도’로획를형 OIOI렘 쩔보 
완헌공개 

-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어|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혈 아이템 정보를 확인히는 공정 감시 시스템 도밑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듬) 

• 게임 소액 사기 련담 수사기구 셜치 

- -스포츠 지역 연고제로 l지역 꺼쩔 e스포츠를힘l 훨성화 

- 특성화과스포츠대학 등에 e스포츠 전공을 확대해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고 프로 리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포츠생태계 구축 

-e스포츠 지도자자격증 제도 신설 e스포츠 아카데미 세제지원 

제도 등으로 e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 연고 유소년 시스템 등을 통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 

부작용을 예농h하고 건강한 게임 문호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육진흩투표권에 e스포츠를 추가해 e스포츠 t법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01고 ι법 기반의 확장을 위한 재투자 유도 

-e스포츠 상무팀 창단 지원 

• 꺼|임협근성E훌쥐월획’ 설림으로 장애인 게임 협근성 를편 훌H소 

문화예을쩌원장국 

07 X뽑게 스포츠를뽑할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쪽협 
• 모둔 국민이 스포츠를 황유할 ‘스포츠권’ 보장를 위한국가에 대한 

기대상용 

• 운동흘|는국민, 개인의 이의 넘어 의료섭| 훨감톨 공공의 이의에 기여 

획뿔 
• 국민스포츠인센뱉,운동흘|는국E때 인션논l브쳐|공 

- 운돌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 건강보험료 환급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유·청소년 뭘노인체육훨를Al월 
-학교스포츠강사확대 

- 초등 체육교육 지원 강화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표라 확대 

.. 01웃도어 레저스포츠지월 
- 파크골프장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지원 

• 스포츠Al효l쩍 71업 육성 

- 휘약계층 대상 체육서비스 체공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하여 스포츠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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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헝~l;i 감소 및 비인기 훌목의 저변훨M 미를률으로 환문체육 

위기에 따른체육시스템의 혁신 구혹 필요 

• 은퇴선수무직비율 35% 률혜륙계 일자리의 얼믹한근로흰경 룰으로 
쩌l도권 내 체육계 앙힐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추젠 필요 

• 현뭄쳐l육 멀티소스 양성 시스템 지월 
-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 투「트랙 선수양성 지원 및 개방형 

대회시스템확대 

• 실업팀 훈엉 지뭔 확대를 통한 환룬쳐}육 훨성화 
- 실업팀 소속 지도자· 선수 고용안정 및 처}육인 역량강화 

• ’체육인공제획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흩 

• 스포츠 후원을 휠생회활수 있는 쩌l도쩍 지윌 강확 

• 체육째정 확대 및 체육계 지원 강화 
- 국민체육죠l흥기금쩌|서 타기금으로 나가는 전출액을 조접해서 

체육분야사업예산확대 

• 혈효성 았는 스포츠 인권문제 심고-처리 시스맴 구혹 

• 체육계 현석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훨회 켠고안 채검토 
-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로 품을 이루는 스포츠 현장 중심의 

제도구축 

문화예을쩌원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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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박 명소를 1만 여개 발굴하여 
개빙하겠습니다. 

• 국내 햄핑 인구는 약 π뾰t명미며 매년 졸:JI훌}는후셰 

• 코로나19로 타인과 분리펀 자연어μ| 힐링몰 롤기려는 언택트 여행 

수요가 급률하고 없지만, 높아짙 수요에 비해 장소는 턱없이 부혹 

• 국립 ·도림 ·Al림·문힘공훨,국유림압도,시유지, 해안빙'.!If.쩌|등에서의 

차박은 룰법이므로 실힐 치걷tol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음 

• 인기 지역률은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 차량 톨쩌| 구역 층가 

• 룰경명소 유휴부지 등 노지 차박 가능지역 발롤, 자연을 그대로 
루고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촉 

- 텐트 및 추가 야염시설 설치, 야외휘사 등 캠핑은 금지하고 차박 

전용 시설로운영하여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고. 져l도개선을 통해 

화잠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무민 유료화하여 유지비용 충당 

• 차박 포인트, 민간사업자 지도 업 틀.률 륭해 사용자 편의성 강확 
- 혼~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기존 오토캠핑장 외 별도로 차박 

포인트안내추가 

• 어린이 놀이시설이 았는 가혹캠핑장 1흰 곳, 자연휴잉뭘 시설 후가 

획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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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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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205(펀까지 릎.줄립(넷찌l로핍로 하려는국쩌|사회의 노력이 구체화 

되고 압으며, 흥간목표로 Z영삐년 감혹목표를설헝하여 UN에 저|흩 

(짧1년 11월, 2얘년 빼| 40% 이상 킴혹) 

• 틴소국경셰도입이 추진(타J, 미국)되고 있어 이메 대한 대비가 
필요환실정 

• 폭염, 한파, 톨밭 홍수 률 이상 기후로 기후변화 휘약계층 피해 증가 

• 국가톨실가스 김혹목표(NOC) 달성방안펀면 수정 

- 국제사회에 21빡한 2030년 김혹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점 

• 온실기스 배출권 유싱휠당률 확대하고 탄소셰 도입온 ξ훌흘때| 추진 

• 원자력을 71저밭협으로 한쩍힐한채생메너지 획홈, 청쩔에너지 
요밴j쩍공릅확대 

• 에너지 암면황’| 71구당 매년 2,500빼1의 필수련력을무상지뭘 
- 휘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많G기업 침여 유도 

• 흥수 • 도Al힘수 I圖력 짧l를 위해 째난판리를과획확 • 체껴뀔|하고 

제방 • 배수시설 등 인프라 헌면 보강 

• 기후위기 상활어μ| 륨퉁락등|는 식탁물가 요뱅시키기 위해 글로볕 
수글망감시 및 대용쩨뼈|를구혹훌l여 공글률 요낼뀔} 

~ 71싱이변 시에도 전기 • 용수 • 교톨 • 가스등주요시썰물공급출딘이 

밭생하지 않도록 엉격한설계기훈 변경 

259 



탄소줌릴실현 

02 

휠빨 

.뽑 

260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둥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탄소저감을 위한 국체 연대와 노력이 확대되며, 휴협 동 률심으로 

탄소저감미 부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놀아 쩍극쩍인 대용이 

필요 

• 선찌|쩍01고 현설쩍인 탄소저감 대핵률 마헌해 경체의 흥격을 완확 
하고 기엉의 자촉가능한 성장에 범국가쩍 지뭔 강획가 요구됨 

• 산업계 • 학계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볍계 헌살을 E뱅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의 충장기 지원대책 마련 

-노후t볍닫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링형 산업단지로 

전환지원 

-저탄소시엽 구조로 전환지원 강화 및 근로자지원시스템 마련 등 

틴초중립 이행 과정어|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 뭘탄소 산업구초로의 전환 
-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루자 포함 

- 신성장· 원전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 조정 

• 에너지 훨약시혈 률 기후위기 대용투~t어| 대한조서l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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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흰경위기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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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하겠습니다. 

• 효미세먼지는 OE<껴미 국가 출 최하위권 수춘 

- 최근 약간 개선장후는 있으냐 여전히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의 

2 ∼ 3배수춘 

- 동절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엉향'<>I 키증되어 급격히 악화되는 

빈도증가 

• 현 훨부는 n뻐맨지틀사회혁채남으로규청했2Lt힐효쩍 대응은 마흘 
- 홉)미세먼지는 국민의 보건학적 피해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 입기내 석탄률회력업료 밭헌 바훌를 00%대어|서 4없대로 김혹 
- 자발적협Q,'(V찌 운엉하는 것을 와무화하고 권역벌 할당량을 

50% 이상축소 

- 고농토 발생시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상효띨 현재 80%에서 

앉%로조정 

• 내연기판지톨차신규률록률 a행년 금지하고, 4률급 DI하노후 
경유차펴|치를3년 말당겨 

-2025년에 밍R0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 훌훌고와노밍요양Al셀에 n써|먼X빠바이러스제거용청회기 설치 

... 1:.1출마용~I혈 힐Lff공기 기준을 앓얘/rrf에서 빼때/rrf.으로 대폭 깅확 

- 초미세먼지와코로나 바이러스를효째|저|거할수 있눈 혁신기술개발 

• 고농도초DI셰먼지 경고를현행 12시E뻐|서 2밑천 밭령으로 변경하여 

시헌여l보실효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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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위기대용 

02 국민들이 맑은공기를누릴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적극육성하고보호하겠습니다. 

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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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띠를 빈번한ι받과ι싸태 률 산림찌폐l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안헌를보효하고, XI촉가능한신힐자뭘 육성 

• a엽O국가톨샘김혹목휠NOC:빠Z빼 탄소중립의 혈현을 우빼써 
기장효과척인 톨.훌수월인 {;템의 역할 강화필요 

• 탄소흥링률 위한 지출가능한 ~림자뭘 육성 
-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 수좀 도입 및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이용확대 

- 밑도(林道) 확충과 경제림 조성을 통한목재 생산과 일자리 침출 

-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선소재 연구개발 지원 

• 산림의 공익혁 기능 져l고 위한 임업농가 지원 강확 
- 임업직불금져l도 깅화 

- 산림바이오스법 활성화짝 청점임산물 생산 획대 

• 뭉꾀흩혈 신림복지서비스확대 

- 생애주기벌 숲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제공 

- 미세먼지 저감, 토시 열섬현상 완화, 쾌적한 토시 정주틀 위한 

도시슐조성획대 

• 빅데이터 기반 선쳐|쩍 t뱀째난판리시스템 구혹 

-~불 • 산시태 • 산림병해충에 의한 인적 • 물적 피해 최소화 위한 

종합관리시스템구흑 

-~템재난 취Q,IAI역의 관리 강화와 피해 조71복구 

기후흰경위기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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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관리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톨룰 획수, 유흥 밭생 률으로 국민의 붙 이용 룰편 률 물 서비스의 
를심이커힘 

- 기촌에는 공급시설 건설 위주의 물관리로 관 파손, 

시설물관리에는소홀 

- 샤고 이후 대응하눈사후대응적 관행으로사고가 반복도|고 증가함 

• X빼년에는 70%가 내용연수틀 효과를뼈 상수도 하수도 시혈의 
노후화로 민한시설를설능 ~톱뿜. Al고로 인한시민 붙편 증가 여|상 

~ Al펀예방쩍 를-Al셜를관리체계 구혹과섣쩌|쩍 투자로 걱쩔없는 

를서비스제공 

- 물인프라의 성능점검, 위험도 평가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능력 제고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물시설물의 현대화, 지하화, 재구촉을 

선체적으로실행 

• 서비스훌심의 를사업처|겨|의 펀흰으로국단발이 E별흩|’는 
룰서비스틀쩌|공 

-loT,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운엉관리 등 기반시설 

관리체계대전환 

• 물산업을광역화 • 큐모회하고지역벌 물서비스요금의 룰균형 해소 

-Al셜물관리와 시셜개선에 어려움이 있눈 지자체의 공동관리 등을 

통한규모화, 광역화를통한물서비스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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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위기대용 

04 생물 다양성을보전뼈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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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서식환경이 바뀌고 도시화로 자연서석쳐가 감소하는 

상휠이나, 코로나19 이후인협 북색곰-l.!에 대한수요와 탄소홈수능력 

확충필요성이충가 

• 자시박 률 농업용으로 해외에서 유밀한 식를률 방치하여 고유 생를 
다양성을크게훼솜 

• 서식지 보호로 생를다양성 보헌은 를톤 얼설현상,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도 녹색공간 지속척 확충 • 보촌활 필요 

• 지면 보환률 위해 환국토를효율획으로판리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화된 기후에 적효h하게 과학적인 보전 · 복원 

-고유생물종을 활용한 바이모ιF업(약품 • 회장품등) 육성 

- 가-Al박 등 외래종의 번식을 방치하키 위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제거작업실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를 늘리고 목채생산, 바이오플라스틱 쩌|조 등에 활용 

• 도시 • 옥상 • 흘|핸 • 융지 • 유휴지 률 기용지에 식채하여 북싹복훨률 

확때 

• 식생관헌 공E뺑보를 일웰l · 체계획흩뼈 토.XIO홈변회, 식생변화, 
휠령영향평가등에 훨용률|:고? 녹색공간보현 뭘획훌관현 시업을 

쳐|껴|화하며후진 

기후흰경위기대용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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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뿔 

쓰레기 처리를매립과소각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뼈|기물 붙리수거를 셰붐화훌}여 뼈|기물을 버리는 것이 를편 

- 분리배출을 해도 혼합수거한 후 선별시설에서 채분류하여 

비경제적 

• 타j에서는 폐플라스틱은 밀쩔비를 채생월료사용률 의무화흩뼈 

수출품에는 채생훨료를 혼합사용할 필요 

• 를리스틱, 1획용풀 뭘 포장째 쓰레기의 발생 률이기 
- 제룸쩌|초단계에서 단일재질화 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고 

1회용품 사용과 발생지처|를 저감 

• 음식률쓰레기 률이기 위해 ι팩 건물과 단자는 불쐐기(디스포제시용 

- 피쇄한 후 하수구쩌| 배출하면l 건물하부에 설치한 수거용기에서 

회수하여 바<l I오가스생산 

• 쌀’|기 처리를 현햄 매립과소각출싱어써 얼붙혜 방식으로 현활 

- 재활용되지 않아 매립 또눈 소각하눈 것을 얼분해하여 

친환경성을보강 

• 째활용풀 획수시스템 헌면 개편 

- 디지덜 플랫폼 정부에 맞춰 쓰레기 처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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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01 

활합 

릿뀔 

탈원전정책을폐기하고 
신재쟁에너지와원자력을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헌 셰계쩍인 본심기스 김혹 노력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도 

NOC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획대 차월에서 신체생에너지 

분만 아니라 기저헌월으로 월지력 지촉 01용이 필요 

-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굽망 및 4;엠 기반,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경쟁력에 위협 상황 전면 극복 

- 채생에너지의 간혈성, 비경제성, 환경훼손 둥을 최소화하며 

원자력과조화로운운용이 요구 

• 탈훨헌 정핵을 피|기하고 신흔풀 3· 4효기 건설 측시 쩨개, 
월첼산업 생태계 훨·성화 및 셰계 최고 월전 기솔력 복뭘 

•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X빼년 이헌 획초 훈엉허가 만료 원헌의 

계촉 운전 등으로 NOC40% 달성에 기여 

• 월펀률 기저펀월으로 활용하여 월자력 발전 비훌률 힐리쩍으로 
유지하고 월자력몰 신채생에너지와 힘체| 탄초중립 후친의 

추요동력으로활용 

• 괴확기슐과 데이터를 바탕E로 국민의견룰수렴해 NOC 이행계획, 

단체벌 쩍청 에너지 믹스 수립 뭘 후힌 

-NOC 목표 분석, 정부에 분산된 에너지기본계획 둥 관련 계획 

통합관리 

- 에너지원벌 조회와 합리적 비용 추계가 E뱅된 적정한 

에너지믹스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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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함께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꼈습니다. 

~ 2017.10. 현 쩔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롤화 곁과를 왜곡하고, 

휠법쩍 혐차로 It·뭘헌 선언, 이후 .월헌 청책의 근거로사용하며 

부획용속출 

- 혈세낭비, 원전 공급망 및 원전 생태계 훼손, 수출경쟁력 추락, 

에너지 정책 혼란, 발전공기업 적자 누적, 과학기술 퇴보 

- 원자력안천위원회 전문성 걸여 인사로 구성, 정치적 이념적 

결정에치중 

• 기후위기 심화로 E빼쩍 환청파괴의 우려가 를 태양광, 풍력이 아닌 

월련의 역휠이 커지고 았를. 탈월전 폐기와 효빼 월전의 안철쩍 

운용률 위한 월현 안헌01용 기반 강화 필요 

• 과학가을과 행보를 토대로 국민의견를 흥붐히 수렴해 원지릭 형핵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적 안전규제 

확보 안전성 담보해 원전 계속 운전 

• 뭔지력안헌위원회 천룬성l 톡립성 보장 등을 를한 원자력 안켠이용 
기반강확 

• 한 • 미 훨자력협력협정 개정므로Al용후핵연료 채훨용 연구기반확보 

• 고훈위 방사성폐기를 기본계획의 죠촉한 확껑 뭘 꾸훈한 이뺑 

원자력발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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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무리나라 원헌 건혈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OI상저렴, Z양펀 
뻐E며IAPR.1400수출 이후 월헌 수흩 련부, 대형월천, 소형모롤뭘헌 

(없때 등 경쟁력 향상위한 기솔개발훌단상태 

• 우리나라 월천산업은 1‘g밴대 구혹된 t!법처|계를유.XI, 
수출체계는 한햄과 률바훨으로 이훨화된 상황 

-사업개발전략상차이, ~하기관(한전기솔 등은동일. 지휘체계는 

이중적이고 중복되어 비효율 

• 효벌의 탈월전, 상호신뢰 를괴 등므로 효뻐|간 월Al력협력도 지지부진 

• 범쩔부 월전수훌지뭔단운영 
- 원전 t법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 · 운영 분야 민간료뼈 대책 수립 

- 원전수출 커점곰관 지정 및 수주지원 

• 한· DI간월현수출혐확률위해한· DI뭔지력고위릅위뭘획’활뿔} 
- 미국의 외교력 및 원천기술 혼탁의 원전 시공 능력 사이에 

시너지효과극대화 

• 소형모·률훤천.(SMI에 개발~I업 수흩지뭘 및 규찌| 선침화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3(뻔끼~I 후촉훨천 수출 10기 달성하여 1핸!깨 고급밑짜리 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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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률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빛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개발하겠습니다. 

• 탄소흥립 에너지로 훨자력의 훌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세계 획고의 

뭔지핵 기슐을 보유한 무리나라는 탈월전으로 뭔전 산업 생태계와 

미래혁신 월자로 연구개발 활영 붕괴 

• 련 세계쩍으로는 안잔성 쩌l고 및 째생에너X빠 연계 유연성을 

강화시힐 수 잊는 소형모를월헌{뻐밍 개받이 률출 잔뺑 률, 

우리나라는 2012년 없ARTSMR표훈설계인가 획특한SMR 

션도국지위를탈뭘천 쩔핵으릎 상힐 

• 우닫소회에 필수쩍인 월자혁 수소 ,,출개발혼 미국, 표랑스 등에서 

진행 흥이나 월부는 탄소풍립 계획에서 원자력 수소톨 배쩌| 

• 수냉각 SMR 샘률’ 상용화 혹죠!을 를한 세계 SMR 시장션접 
-SMR 실종 · 상용화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수출 t법화 

강화 

• 수소벙할 원련 개밭 뭘 수흩 상품화 

• 수소 생산 및 채생애너I빠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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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련에 대한 국민관셈이 크게 출기흩빼으나ι법채혜는 여련히 

놓은수훈 

• 산업재해 휘약부문에 대한t범찌뻐| 예방 강화를 톨하여 노동계와 
청명계의 우려에 대한 대비핵 마련 필요 

• 산업채해 취약부품신찌뼈땐메 행청역량 집종 
-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채 취약시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솔및예산잡충지원 

- 대기업의 기술과노히우를활용하여 히정업체의 안죠#준을 

높이는 대 • 종소기업 상생형 {느법안전보건체계 구촉 및 지원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돈백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컨설팅기관의 

산채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 

• 4차산업혁명 기슐을신체 예방에 척곡활용하도록 지월 강화 
·뼈|) 택배노동자들의 근꿀역계 예방을 위해 워|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업부방식마련 

'Z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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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채난 관련 신고 뭘 대국민 채난 형보 제공이 다양한 경로와 혜널로 

이루어져, 대응 체계의 훌복과 혼섣이 야기 

• 훌앙정부와 지자체의 만헌 및 재난판려 대융인력의 헌룬성이 
뭘어지며, 인력 확보 뭘 양성에 어려륨이 았음 

• 현행 「찌|난안헌법J온 째난훨인죠사를규정하고 잊으나, 그사유가 

효뱅되어 없고 일시적이기에 한계와 쩌12JOI 폰째 

• 예 • 데이터 기반획 실시간 I찌띤안련 디지탤 를랫폴 쩔부’의 실현 

- 재난안천 관련 신고 및 정보를 통힘하여 처리하는 

‘채난안전 디지털 를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정립 

-문산된 재닌안전 데이터를 연계 • 통합 • 확산. 층거키반예방정책 수립 

- 인력, 재정, .kl설, 장비 및 물품, 조직 등 정부 -Al지처| - 민간 

차원의 재난관리 자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 

- 재난 예측, 대비, 대응, 복구, 완화또는 개선 등 채난관리 단계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초의 져|도화 및 기술적 구현 

•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 • 민간협력 체계 구혹 
- 자원봉시X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 채난인전 민관협력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혼백형 채난관리 지원제도를 개발 

- 중앙정부. 지X~체, 민간 영역 포괄하는 지능형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 째난관리 환문성 확보 뭘 대융 역량 깅확 

- 국가 위기관리 센터를 국기안보와 위기관리(채난인전)로 구분, 

Al연재난 위기관리와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빌펙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개편 

- 지지처|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째난뭘인에 대한 명확한분석, 실질쩍이고 신속한 손실 • 피빼 보상 

체계구혹 

- 효팩형 재난원인조사 방법과 기법을 개블F하고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친상규명-피해지원-저도개선 등 체계성 강화 

- 채난 피해자의 수요 맞춤형 구호물품 배분 솔루션 개발 및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 

- 채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죠받화하고 채난보험 지출, 

구호지원 및 대출신청, 세금감면 등과 같은 지원초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l채난 손실 • 피해 보상 원스톱 서비스’ 구축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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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을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조성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뭘거 건혹물 불괴샤고 및 o~파트 신혹공사 붕괴사고 등 

언이은 건힐 사고로 않은 사~자가 밭챙하었률 

• 건샘공사논 다양한공사복쩍물이 촌꽤하고 현쟁|| 다수의 건혈 
사업자가동시에 작업를 시행하며 장비와훌사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틀 다른 t법과는 다멀| 작업 여건상수뭘흔 위험과 변수때 노흩 

• 이와 갈은 건혈훌사의 특수성에 맞는 안련한 제도 쩔비와 건셜 
J.I고의 위험성률 낯흩 필요가 있옴 

• 건설공사 안헌 관리체계의 혁신혁 개션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 관리비 됨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보장,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굽 등 안전한공사 

여건마련 

-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 

• 건혈공사의 를힐과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닫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채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찌뼈| 발생률 산행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설공써|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쩌|도적 기반 마련 

국민안전 

04 짧짧영흘좋쳤좋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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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본, 출국률혀얻핸휠헨’| 대한연e펙 간갈률이 십화획고. 
무리 관할해역에 관한확실한 명토주련 확필과관리 필요 

• 우리 수역을힐범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섣의 룰법조업으로 어민 피해 

• 해상경비 단혹역량 짧l률 위한 해양경비함훌편 

• 흥국어션 를벌죠업 E낼 뭘 피해 어민 지뭘 강화 

• 컵경지역 요단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섣 지월 뭘 무인도서 체계쩍 
관리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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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채해및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최근고수온 률 기후변화, 여됨톨기눔한지연체해 률으로 언요양|역 

피해흥가 

• 섣박 대형화 및 레저활동 훌가률으로 해싱교톨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해상션박사고를해상얀펀머| 대한국민쩍 블얀감증가 

• 연요빼해 대용쳐|계 짧}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혹 

• 연요뱀식에 대비 연안첼비사엉 쩍극 후진 

• 해양안천종합정보시스램 고도화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을 료명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 방재역량 제고 위한 정보시스템 고토화 

• 여객션 안전관리 감독 강화 뭘 해양안전고육 확대 • 강화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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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협 

활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밑발|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월현 오염수 1251만톨을방류해l로 

벌표했으나,청부늠국민눈놀이에 맞는실효쩍인 대책수밀이 미tlisl여 

국민들의를안감싣화 

• 해앙꽤|가를문쩌까 DI우심각빼 어혼~I역 주민과관광잭의 피해} 
발생하고 없으나, 혜앙피|가물 처리시설과수거 인월 부흑 

• 안헌한수t에를소비, 혜양환경오염 및 채난관리를 위한혜양수산대책 
강화필요 

• 흰환경 수산업 육성 뭘 수산를 안천관리 대폭 강화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 수없t수산물 방·.A.I선 검사 원산X판시제 딘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시능조사확대 수신기곰 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 XI속가늄한수산업 밭련을 위한 홍허용어획량 쩌l도 개선 

• 육상썩|기 혜양유입 xt단, 해뺑|기물의 수거 • 처리 • 채훨용 뭘스탑 
플랜수립 

• 뭘본 뭘천 오염수의 안챈생 입충몰 위한 국찌|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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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가출힘병 상시화, 허%놓석풀 및 방시늄오염 수산물률 먹거리에 

대한국민의 를안감이 커지고 었옴 

.... !£한 화근부촬한문 급식 및 학교급식이 01슈희획어 뭘 률고 안전한 
먹거리와씨로훌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국민쩍 관심이 놀아진 상횡엄 

· 먹거리안헌기훈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잔류농약 • 방시능 오염 검사 

- 수입 농수산식품의 월산지 표시제 유통이력추적제의 정흑밴하 

-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 군대, 확:jj! 틀 공공륨식에 국내산우수 농수축산물 우섣 공급 

• 휘약계흥 농식품바우처 사업 틀 친환경 농산를 지훨사업 본격화 

• 미래 식품산업 쩍극 육성 
-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 밀키트 메디푸드 등 개발 및 보급 

-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규쩨 완화추진 

- 전통식품신업 죠훌정책을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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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밑상으로 복귀힐 수 없도록, 범화로 인한 
정신쩍 • 신처|쩍 상처가 차유뭘 때까~I 지월이 미홉 

• 련력형성범최, 디지뭘성범최 둥에 대한보흐 • 지월이 nt해자훌심으로 

개편 되어야 효tct는사회쩍 인식과요구가큼에도불구. 쩌l도출심의 

형식쩍. 수톨쩍 범좌피해자 보호 • 지훨쩌l도로 훈명흥 

• 신변 보효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월, 긴릅생계비와 차료비 지월, 

그리고 밑상으로의 회복까지 펠스를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혈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피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벌(예방 - 신고 - 수사-법원 -

출소 - 가석방)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 

- 범휩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스를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을확대 

• 강력범죄 피해자률 위한 ‘치유지뭘 저|도’ 신혈 
-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 • 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 디지뭘성범죄 피해자들의 l잊혀혐 권리’ 보장 
- 전국 지자체 ~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업 설명 인증 강화 

- 피해자에 대한주민등록번호 재발급등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구촉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효에 대한 국가핵입제 시뺑 

- 경칠때| 전지캄시관저|센터틀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I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펴|지(도는 친고죄 조함 펴|지) 

• 교체폭력(데이트폭력)의 새짜|대 를H소 

-'71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체폭력까지 확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홈형 졸커보헌 찌l도 마련 

'1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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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회예방 환경개션 사업(CPTE미 본부 섣치 

- 법무부 • 경찰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E!:체 등 여러 기관해|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시행‘관리 

- 도시공학 전문가와 범죄심리학 전문.n 건축 · 환경 · 범죄 · 

01동청소년 • 상담 • 문학 • 미술 • 음악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침여 

*범최예방 환경설겨l(Crime Prev빼ion 까irrugh Envi때niert 마영S법매 

• 셰계 최고 수훈의 련자감독체 운명 
- 전자감독장치 훼촌, 외출제한 및 접근금지 듬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방지 

• 훌혈선고와 결함된 보룰수용 조건부 가석방쩌| 도입 
- 사회 복귀 천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 조치 선행 

·석방조건에 따라 야간또는휴일 둠 일정시간보호수용시설메 커주하면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단계칙으로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방식 

• 촉법소년 연령 기훈 현실화 및 추휘감경 폐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써| 미만→ 만 1쩌| 미만으로 하향 초정 

-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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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생범좌 은폐 방지 3법 입법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 위계l 켠력에 의한 강ζ삐|나 성후햄은 형법, 성폭법 률에 따를 처볕 

대상이나, 형량이 기볍고 (최대 10년 6개뭘 위계, 켠력에 의한 

성화룰븐 과태료, 켠고 외 형사처벌 큐껑 없음 

~ ~낼한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 피해자 정보 유출. 다른 구성원에 의한 회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피해를 잉는 사례 촉출 

~ ,,홈~I카 엄풍 처벌률 받지 않고죠직생활률 XI촉하는사례 다수 발생 

• 궐력형 성범좌 온빼| 방지 3법 죠촉 입법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쪼|의 처벌 등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형 성범최 좌} 뭘 피해자 구체 .낼기퀴가횡)’혈치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 구촉 및 범조|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범획 피해자관련정보유출방지 및 2차가해 방지 

•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판리자 처범 규정 마련 

• 성범효l 앙형기훈 뭘 앙형~t자 강확 
- (양형기쥔 위계, 위력에 의한 죠띔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쩌|서 제외 

- (양형인채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지어|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 마련 

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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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심각 

· 무고최법쩔혈강화 

-살인·강도·강간둥흉악범죄와경미한 범죄에 대한무고죄구별 

-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 위증최처별강확 

• ·샤기 피빼자구체 특벌가구{가청Y 염치 

-셰 디지털 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 

· 형법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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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톨 흘 째난쩍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임 
에도 붙구훌l;고 문째인케머메서는 청혜의 후 흩위 

• 연간 7뻐납득 대비 의료1:11 비중O나뼈가 넘논 경우인 채난쩍 
의료비 경험를이 매무 높은 수출멈 

• 채난쩍의료비 채뭘 및 지뭘 확패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αm의 상한션(2022년 625억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 현채 6대 중즘질환으로 져|효k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둔 

질환으로확대 

- 의료비 부담액이 기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변경 

- 연간 지원한도 3,αm만원을 5,αX)만원으로 상황 
얻l청기간완확, 대국민홍보강화, 신청절차간소화 

293 



국민건강지킴 

02 

휠협 

.뿔 

294 

국민의간병비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룬채인케어는 비급여의 무~t벌쩍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채형만 

악화시키고, 요양-ζ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률 국민이 

고륭받고 있는 가장 훨실한 룬쩌|는 방치 

• E뺑비 부담 률 초고형사회 뭄체에 대용하기 위한 요양 - 간병 지원 
체계 구혹 뭘 지월 새짜|대 흘H소 필요 

• 환자 특성벌 맞훌혈 E뺑 지훨 
- 일반 병원 입원 환자 죠뺑은 간호간벙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지원확대 

- 줌증환자의 요앙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 요앙병원 ζ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요양-~뺑 7팩률봅휴가·휴직기간확대 

- 요양 -죠뺑 가족톨봄 휴가 · 휴칙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필적지원강화 

· 가족톨볼자지월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늠 기족돌봄자의 소득손실 등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강화 

*현행 ~소득수훈에 따른차둥) 감면에서 추가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종이 있는 가족톨봄자 대해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안정 및 휴일 또는 야간 가산 적용 

• 맞출형 톨볼계획 힐계 및 지원 
-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않e Plan)을 마련하여 지원 

• 장'I요양간병서비스힐향상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풀질 믿종, 간병인력 관리 및 전운성 

향}를 통해 요앙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죠뺑 서비스 질 향상 

- 채가서비스 및 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제공하는 더|이케어센터 

(Day 혀reCen보다 확대 동 통합재기급여 도입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 -시설 E뺑 서비스 질 향상 

• 노민힐환 예방 지뭘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키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수명 개선 

- 독거노인. 취약계충 동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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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쉴수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앞당기꼈습니다. 

• 암금근로지!!I 약빼%{공무월, .i!.획원, 공공기관 훌>-I차, 대기업 
훌사자률를 제외한국민톨은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릅상볕휴가에서소외 

-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토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상별수당 저l도는 현째 서깨”63개국, OECD38개국 풍 효발과 

미국을 제외한 대디수국째써 보장되는보편쩍 사희보행|도 

• 모든 뭘활을 포뀔하고 입월, 외래, 채택 *'료 모투 포함 
-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신촉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 기ζ뻐| 적정한 소득Al원 

• 최대한 빠를 시밑내에 도입 

국민건강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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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부족한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채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혼빼하고 용굽와료, 필수의료, 의료인력이 

매무부족한상활멈 

- 생명보존시간{g뼈en m끼가 필요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그리고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이 존재 

• 지역 국립대벌원 • 상급훌합병뭘의 공공성을 강확해 지역 필수의료 
부촉묻체해곁 

- 필수의료가부족한지역의 음압병실. 종환지실, 응급실. 종종외상센터, 

붐만실, t뺑01실 등은 평상시에 확뾰” 운영 

-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 • 상굽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위닥운영확대 

-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I역 듭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 

• 상곱훌합벌원이 없는 시도 상곱훌휠벌원 Al장을 위해 지원 노력 

- 싱곱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효뺑히도록 개정 

~ 27개 지역에 대빼서는 지역 특성벌 정책을 펼쳐 의료수훈 향상 

*다양한서비스전달 및 지불체도 모형을평가할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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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제공하겠습니다. 

• 아톨 • 청소년, 노인, ~성짙흰자, 장애인 등에게는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틀 톨힐쩍으로 체공하는 것이 바람쩍 

• 우리나겉}는 이들서비스의 제공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의릎서비스도 병월 및 전문 잔릎과목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분훨혁입 

• 주치의가톨붐계획을 직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출싱쩍 역할를 

수행 

-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 종 

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톨봄계획을 

수립 

-돌봄계획에 따라커뮤니티 헬잭|어 서비스를제곰 

• 주치의의 를붐계획 수림를 지월하기 위해 를룹정보센터를 운명 

국민건강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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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뽑 

고가의 항함제, 중증·희귀질환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암환자 훌훌희귀휠환자 를음 식룹의약룸안전처(식약체에서 
요뱅성과유효성률 인쩔받아 허가된 의약품외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활자률이 신약률 고가로 칙협 자를하여 

경쩌|쩍으로 어려움에 처함 

- 심평원의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기간은 60일로 펀쳐| 180일이 소요되나 실저|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2년여 개월이 소요 

~ 2013년 12월에 펀쳐|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41개 

의약폼에만 쩍용되었고 이흥 앓개가 황암쩌|입 

• 대체 의약풀이 없는 황암쩌L 충풍질환치료쩌|(획귀 질환 포활) 등에 

대를싸l 건강보험 둥째과청을 딘혹 

-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등채 일수를 대폭 감소 

• 심속 률채된 의약풀에 대해 위험붐담쩌l도를 훨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확보험지쩍 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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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성인 4명 충 1명은 절신건강 문쩌}톨 경험(2021년 건강빼태조사) 

~ 2020년 하루 휠균 36명 (연간 13,훌~명)이 극단쩍 선태으로 

생명을월음 

-10만 명당 자살사망자25.7명으로 OECD 평균 2배가 넘고 

OECD 국가중 최상위임 

• 정신건강 문찌바 있는 국민 대상 쩍협 뚱논 디지. 기출로 
찾아가는서비스시뺑 

- 정신응급상황에 빼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 국단쩍 선해 시도.XI와 가폭에 대한 뭘보시스렐 구혹 뭘 훈명 



균형발전, 
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 건강한 지방I바| | 교통혁신 | 농산어촌 발전 



를훨과 
힐에를를 
만를빼까늘 
AH를를 
매한민국 

지역경쩌|활행 

01 

쪽협 

.뿔 

5대 광역 메가시티와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하겠습니다. 

• 역대 형부쩌써 다g훨~1'1역균형밭펀 청핵을시행했흩어l도톨구하고, 

민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흥은 지촉되었고, 지방의 경쟁력은 혐차 

g홉|흘}였음 

• 효광역궐 매17~.A.I티가구촉되면 지역발전메 기여활것으로 예상되Lt, 

개낼효광역련민g로늠수도련에 버금기늠머|기:A.I타를형설하기어려률 

• 머|가시티에서 소외된 흥소도시를 육성하얘 강소도시로 E탈고, 

이 감소도사들과 메개|티를 힘쩨 엮어LK는톨휩혁 스마트 지역개발 

헌략이필요 

• 강소도시를 집훌쩍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머|가λ|티를과 
연껴|시키는률힘혈 스마트 지역발챈 헌략 추친 

- 발전 가늠성이 있E나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강소토Al로 육성추진 

- 초굉억권 머|가시티 형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쿄통망과초고속통신망 운용 

- 강소도시와 초굉역검의 동시다발적인 경쟁력 쩌|고와 함께 

수평적 언껴|로 통합적 지역발전 도모 

• 과학기울과문화틀 첩목한스마트 국토판리로 지역밭펀 도모 

- 국퇴도시)의 스맨필를 위해 『, loT 기술만이 아니라, 

국틸도세의 모습을 리디자인(red엉gn)'하여 미래 국토의 

비전과 형태를 개념화하고 후진빌반제시 

- 주거, 업무. 유통. 의료 복지. 여가 동의 기능이 복합된 거대한 

M영a Buildir잉의 건설이 일븐팩되는입체적토지 이용처뼈l로전환 

- 고렁화와 인구킴소로 인한 도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비, 인접 도시 간역할분담을도모하고 네트워크강화 

- 지역의 문화상징성 향상을 위한 디지인 기반 및 스토리벨링 강화 

-고유의 생활문화와글로벌 첨단문화가함께 발현되는도시채생 및 

정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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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생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되겠습니다. 

• 국내외쩍으로 어려운 경쩨흰령 속어써 흥소기업의 생산과수흩의 

룰획혈성 률대, 글로볕 중소기업들은 혁신쩍 노력으로새로운 경쟁력 

확보에주력 

- 첨단 및 신기솔로 고부가자| 창출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신ι엠 

분야에서 두각,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 기업의 혹쩍된 노력에 맞춰 혁신 를로벌기업에 과킴한지뭘으로 

일자리 창훌과힐힐쩍 지역균형발전의 성과톨 묘를머 낼 필요 

• 련역벌 신산업 불야지역을중심으로글로법 혁신특구 7'1정 뭘 초성 
- 혁신클러스터 표로그램 마련해 글로벌 혁신특구 우선지원 

- 입주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턴기업에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초금 확대, 파격적 감셰 초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운영 

- 비수도권 클러스터 참여 국내외 선도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 

• 기업 -지역대학-청부카공동협력하여 첨단투자한국형 QJick않lr1 

R엉an 톨해 빚훌형 혁신 지역민째 양성해 기업에 혁시 공률 

• 혁{;딛구에 정부와 민흐빽 빽t.빠구휩트’ 죠성 

지역경쩌|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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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 개막으로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형 국핵 사업어l도 지역관형밭련은 여련히 요원 
- 균특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 둥 많은 정책을 추젠했으나 

지역균형발전은 여전히 요원 

• 쩔핵 민곤과 률앙뭘부 주도혈 청핵으로 7'17'1쳐|의 관십도나 
획신투자가저포한 악운힐이 반복 

• 국핵연구기관과치역 거협대학 개방형 융휠연구 치훨 

- 테크노파크(TP), 댔D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쩌| 기솔혁신과 

혁신창업지원 

*전국의국가 ·지방t띈중심E로우선 확산 

• 지역에 따라 .성에 맞는 과학기솥 청핵 후진 
- 특성별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정책 추핀의 경우 과감한 예산 지원 

- 출연연구기관의 지역특회산업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인재육성·채용 

307 



지억경쩌|훨성화 

04 지방대학을육생빼 지역균형발전을 
룹겠습니다. 

휠빨 

.뭘 

308 

• 힐헝CZ.IT 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 대학신입생 미흥원은 
40,,앉훌명으로 지방대와 헌문대를 충심으로 발챙 

- 2024년에는 2021 년 정원 기춘 일학정원의 2깐삐10만 8천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대에 집종 예상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쿄육비어|서 쩔부째원이 ~I출|하는 비흥은 

고등교육의 경우 a없로 OECD 혈관 1.0%에 비해 크게 부혹한 

싱활 

• 지방대학 교육의 휠 저하와 뼈교는 오릇이 희생롤 피빼로 를아가고 
지역 요받 감소와 지역 경체 위혹, 지방소멸의 위기 초래 

• 지역 훌 - 고 - 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낼헌 생태계 조성 

• 지방커철대핸뭘) 집중 지월으로 지역 성장톨릭 확보 
- 지방대학 GBK(Glocal Bra’n Kor뼈사업으로 지역 댔D 및 혁신 

지원 

• 고률교육의 안청쩍인 재원 활보 마련 

• 일부 부십대획과 한째대확의 자밭쩍 구초초청훌 쩍곡쩍으로 유도 

- 지방자치탠~l 지역 t법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전환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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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겠습니다. 

... 20년간 인구가률어돈시품구는 226개 훌 151개 (약 67%) 

• 인구소얻 위험지역 싼국 XI지써|의 약 40%에 해당 

• 특단의 호치를 륭해*| 쇠퇴지역에 대한 다*}월혁 지월의 뭘요성 

• 가칭 ‘이주훨성화지역 지뭘.빼법’ 찌|헝 

• 지역 이주자사업기회륙구(Bus뼈ssOs뼈X뼈바y강뼈} 지쩔 
- 투X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형척지뭘 및 투~~XI월 
- 인센티브 제공 (보육 • 의료· 보건 등에 관한 특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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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 :xi역 고유의 몹화를 밭현시키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용하는 

문화자흥|와지역훌십 운화행헝 뭘요성 저l기 

• 수도권 문화집풍으로 지역틀 문화소비지가 되어 지역주민의 샘의 
힐 저하. 지역의 문화령쟁력과4차t법혁명 시대 혁심과 찰의성 저해 

• 지역 출심의 지역품화분권 및 지흥| 쳐|계 구혹 

• 지역문화fl흥 기능 뭘 역활 채조쩔, 상향식 지역문화계획 후잔 

• 룬화예출흔!흥기금 지역 여|산획해 

· 지역롤템츠개밭지원 

- .AJ, 메타버스와지역 줄점 콘텐츠 연계 ·활용한지역분회플랫폼구축 

• 4차ξ!업 지역문화여|출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양성 
- 지역문화 크리에이터 및 지역문화예술 4.0 스타트업 양성 

- 지역문화특구 저|도 및 엔터프라이즈 규저|프리존 도입 

• 지역문화산업 발전률 위한 쿄육 • 언구· E딸 주도기관 지헝 뭘 지월 

-~샌!업 기반 Al역 교육기관과 문화재단, 문화원, 

Al지처| 협력체계 구축 

• 룬화예출 기반시설 건림 · 운명 확해 
- 전국 박물관· DI솔관·복합문화센터 확대 

•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 신규 지껑 육성 및 후친방향 개선 

건강한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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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님, 이장님의 수고를 
잊지않겠습니다. 

• 톨장, 이장의 지위와 권한 룰붐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효뼈|가 있어 

명획환규정 • 쩌l도 필요 

• 농산어촌의 특화밭련을 후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회를 위해 기폰외 

지월금 저l도 개선, 쩍극쩍 수당쳐|계 강확필요 

• 이장·롱장법혁근거마련 
- 현채 시행령에 단순하게 규정된 이장 • 통장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므로상향 

- 선임절차도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여|우 등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려|를 통해 구체화 

• 。|장 뭘 %만원, 통장월 10묘벤 ‘·화밭련지원 수당’ 신설 

- 농산어촌 특화발전 추젠과정에서b.AI역자원조사지원, 

A주민의견수렴, A특화 마을 E탈기 주도 등의 역할을 효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회발전지원 수당’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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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G'I장 연장, 2기 GTX 건설로 
수도권어디서나 
$분출퇴근시대를 열겠습니다. 

• 수도궐 외곽에서 출획근하는 시민들은 평균 1시간 $분 이상를 

보내며 혐의 힐과 행복 지수가 확연히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의 쿄틀 혼합을 왼획하고 2,5α반 시민들의 톨뺑 편의와 

행복 후구권 확패를 위해 획기혁인 광역교톨망 확흘이 필요함 

• 1기 GlX(A, B, C) 노션의 연장 뭘 쩔차장 신혈 
-GTX-A 노선 평택 연장 : t볍단지 입지. 고덕신도시. 평택시 

-GTX-C 노선 동투천, 평택 연장 : 북부 접경 도시의 지역균형개발 

~ GTI<--0.노선: 수도권 납부 동 · 서 더블Y자 연곁노선 

- 김포에서 인천(원당∼계양) ∼ 부천(대장) ∼ 부천종합운동장 ∼ 

서윌신림, 효밤, 삼성, 잠실 등) ∼ 하냄쿄산) ∼ 님양주〈필당)로 연결 

-부천종합운동장어|서 분71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분·.ii하여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 ∼ 성남 ∼ 굉주 ∼ 01천 ∼ 여주 연결 

~ G1X-E. 노진; 수도권 북부 동 · 서 연곁노선 

- 인천(검암, 계앙) ∼ 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 ∼ 

구리 ∼ 님양주{다산, 앙정) 연결 

~ GlX-F 노션: 수도권 거쩔도시(청게 흔환노섣 

-고앙∼서울∼부천∼ Al흥∼안산∼희성∼수원∼용인∼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양주∼고양 

~ G1X 노선률 따라 콤팩트 시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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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플랫폼혁신으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요다 과소지역은 버스와 훨도의 공공서비스 기늄이 휘으뚫}고 

경쩌|성이 없는 버스노선 펴|자로 쿄률사각지역 발생 

-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키 위해 경제활동쩌| 필요한 최저 

쿄통서비스체공이필수 

• 대도시켠 도심지역븐 도로·혈도 등의 추가 건섬에도 를구하고 
Al상 교를방의 혼집미 자속되어 3차원 교를수단 도입 필요 

- 편리 · 안전 · 신속 둥 다양한 가숭|에 중잠을 둔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서비스의 확대로 함공모빌리티(UAM) 확대 적용이 전망됨 

• 쿄톨소외지역 강:RO를 목표로 어디에 힐튼지 앨활용풀 판매시설, 

범월, 행청관행 등에 앓붐 이내 도획할 수 있는 최소 생활 

교통서비스체공 

- 거주 지역별 최소교통서비스 친탄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네트웹크구축 

- 공익서비스의뭐얀X〕}를 위한 수요대응형 공영버스 제공 

- 마을 택시(100원 택시), 무료 순환셔틀버스 제공 동 

• 수도련 황공모밭리티(UAM) 테스트베드에 힐졸노선 상용화서비스 

추힌 

- 인천공항 ∼ 여의도 ∼ 강남권 

~ ~롱 빽십 Al혐률 훌심으로 항공모벌리티 네트워크 뭘 복휠환슐 

체계도입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흰송 
로특랩수립 

교통혁신 

03 

쪽협 

.썰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 혀브 및 
지역정제 활성화티운으로개발하꼈습니다. 

• 전국 165개 고촉도로 휴게소가 E뻗 휴게 기능 위주로, 인근지역과 

단훨되어 지역 교통체계와 지역경제메 도률이 안 되고 

쿄륭 결훨뭘으로서의 01혐이 시장 

• 무리나라는 지역 간 이동률 위한 도로와 혈도 교를외 연계 체계가 
거의없옴 

• 버스와 혈도 환송 룰편 률므로 대출교톨 경쟁획이 낳아 지역 간 
쿄률에 용용차 이용이 과다흘|여 쿄통혼잡등 사획비용 증가 

• 인협 지역에서 고촉도로 휴게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 • 흩입이 

가능하도특부인 스마트 E셜차를확대하여 고속도로 휠근성롤놓임 

- 고촉도로 휴게소 부인 하이패스 Gate 설치 확대로 인접 

국도 • 지방도로 진 •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 수혀|지역 

확대및지·정체시교통우회분산기능수행 

• 고촉도로 진 • 훌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 인근지역에 열차역(KnC 

틀)이 위치하는 경우, 혈도-도로 연계 쿄톨 환용 시스템률 구혹하여 

고촉 • 시외버스-고속혈도 • 얼차 간 연계 환송 서비스 운영 

- 고촉버스 시외버스. 지역버스 택시. 승용차 고속철도 • 열차 등 

교통수단깐유연한 환승 서비스 기능추가로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대중교통 노선 흰송의 자유 확대 

• 휴게소와 연계된 활용시설에는 지역특산를 판매, 인협 지역관광 • 

레저 연계, 켠역벌 ~톨사고 대응 의료시설 등 국민 복리훌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힐'E~운으로 개밭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특산물 시장형성,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농가 수입 증자 부가가치상승 등 지역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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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과 예산을 확대해 
중소가족농을 두렵게 지원하겠습니다. 

• 농업얘|산줄작톨금 여씬 ttl출01 1뼈l 롤과. 선E빼| 비해 DI’무 
낮은 수훈이며, 예신쩌|약 뭘쩌l도 미비로 설쩨 경$1카제외되는 률 

AP-."AI대발생 

• 현재 선해작블쩌l로는농업의 공믹척 가치를 놀아는 데 한껴|가 없어 
다g웰}월요 

• 농업칙를금 여|쓰!률 5조뭘으로2배 획흥 

• 섣해형 직붙체 도입 뭘 여|싼 확대 
-고령줄소농농지이양 븐토|작붙굽 월 50만원 최대 10년 자굽 

- 청년농칙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종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도입 

• E밤급 대상자어써 쩌|외된 실경칙차구쩌|를 위한 쩌l도보완 

• 농가인구 비출과 농림혹산식풀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곁맞게 농업 
여|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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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놓혼의고i햄, 뺀김소로요한랩|뼈를우빼 다짧}빼청빼{도 

를구, 근붙쩍 운쩌| 흘||컬어}는 마홈환실정 

• 또한,코로LH9로혹밭된 비대면 • 디지훨로의 련환 가속화는 

기흩혁 • 재정쩍 • 인쩍 자월이 부촉한놓혼과도심 지역과의 양극획를 

더욱심화시키고 있어 근본쩍인 때러다입 현활이 필요 

• 농수산물 시장혐E빼 틀 디지뭘 유톨획신 추진 
-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통해 유통비용 대폭 절감 

- 농산물수집 -선별 -포장을자동회한스마트농싼물유통센터 확충 

- 농업데이터를랫폼 고도화를 통한농산물 정보 디지털화 

- 농축산물 온a엔 경매와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지원 

• 디지털 • 스마트 농업 현활률 위한 인프라 구혹 강화 

- l디지털 농업 죠홍 천담기관l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농업분야 R&D 투자확대 

- 밭농업 기계회와 밭 기반 정비의 적극 추진 

- 스마트 농업용수 제어 · 관리 시스탱 구혹 

• 보릅형 스마트팝 기출 개발과스마트 농기계 보를확대 

• 껑보톨신(ICη • 생명공획기훨맑}를 훨용한 그린뻐|오 룰 농식품 
고부가가치철훌 

• 탄소흥립혁 농업과 놓흩 환경보전 쩍극 후진 
- 농촉신분야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 보급 

- 저탄소 농업, 경측순환놓업, Al속기능한생태농업 지원 확대 

-영농폐기물처리강화 

농싼머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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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을통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코로나19률으로 요빼 식량만보훌요성이 흥대되고 었으L .. 

~련 71훈루리나라곡를자를률은 약 Z빼로 QI훌파국가 충 최하위 

수훈 

• 이에 암빼, 매년 여의도 면쩍의 52배에 달훌|는농지가환용되는 률 
식량 생산의 기반민 농자는릅격히 시리지고 있읍 

• 식량자급률 목표치 l달성률 위한 실뺑계획 

-71초식량 비축량 2개월 -→ 3개월, 식량자급률목표치 싱향 

-공공식량비혹시셜현대화추짚 

• 우량농지 보찬을 위한 농업죠훌지역 내 농지에 대한 지월 강화 

• 농지투기 방자를 위한 농지관리기관과 농지형보관리시스템 일원화 

• 농산혼 태양광사업에 대한훌합휠1빠71<>~2.t인 수립 후 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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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의청영부담을 
대폭낮추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수흩감소, 학교급식 혹소 률으로 놓산물 판로가 

률o•'tl고 외국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어혼 일솥부족 문쩌| 심각 

~ 71혹힐벌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국제곡물같싱승, 채소튜 톨 농수산물 

수릅 뭘 가격 블싼껑성 확대, 킥풍 월자체 및 경명비용 상용 률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활 

• 농혼 인력난 해소를 위한제도보완 뭘 지뭘 

- 농촌인력충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고용해 농기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닫기취업비자처|도 개선, 계절근로자처l도 비자 연장 

-피종기 및 수확기에 흔t해 외국언 근무처 변경 허용 

• 여성 놓업경명인 양성 및 지원 깅확 
-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 창업활동 적극 지원 

- 다문화 이주여성 농업민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틀률 통한 금률부담 경갑 
- 농어업용 기자채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초세특례연장 

- 농 • 수협 비과셰예탁금한도확대 및 협동조합 법요써| 저율괴써| 연장 

~ FTA 피해보펀작룰체 일몰기한 빼|지로 수입농산물 피해 농가 지뭘 

• 가격변동성이 른 농산물에 대한 시장위험판리의 지훨 강화 

• 놓~를째를R보험 대상품목 확대와보상범위 현실화 

• 특낼채난지역 농수산물 • 기혹 피해 지뭘 확대 

농싼머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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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개선히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 :xi족쩍인 요다 유흩과 놓어혼 고형화로 도시와놓어흘 간의 

인구 • 사회 • 경제쩍 를균형 심화. 고령농 대부분이 경쩨쩍 어려울과 

림범으로고톨받고없음 

-%세 01상농7멘구 비중 46.6%. 농어촌 의료기관수 도시의 

1였찌| 불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얼악한 교육여건, 운화생활 

기반부족등문저|심화 

• 또한i 국민연금, 고용보험 률과 갈은사회보혐의 경부 농업인이 혜해를 

흥분를| 받지 못하거나 수릅대상에서 쩌l외되는 현상 발생 

• 마률주치의 쩌l도 도입 및 농어혼지역 이동횡 방문뭔료 확대 

• 놓어혼지역 병원에 필수의릎붙OK내괴, 외과, 산부e파, ~뱅소년과} 

의사 유치를 위한 지월 확대 

• 농쩌촌 공간계획의 수립 

• 농어혼 a육여건 개선 

- 농어혼 특별전형 확대 및 우수교원 및 방과후강사 유치 위한 

인센티브제공 

- 도시 ∼ 농어촌 학교 간 원격 공동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원격강좌운영 

• 여성농업인 맞훌형 복지 깅확 

-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농기계 개발 • 보굽 

- 여성농업인 안전바우처(안전장비 구매 등)지원 

• 엉농도우미 뭘 농어혼 노인톨볼서비스 확돼 

~ ~뼈l보험 수준으로 ‘농어업인 얀웬I해보험’ 확대 

• 농쩌얻인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 개발 • 보급, 국민연금 가엄률 및 

보험납입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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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적극 육생하고 
가축전염병을 철저히 예빙하겠습니다. 

• 환경보련과 롤힐가스 감혹을 위해 환경힌화쩍 혹산업으로 펀흰할 
뭘요성이놀아힘 

~ Al료의 높를 수입의폰도와 촉산인력난으로 혹산경명의 룰얀청성과 

수익성악확 

• 초튜요플루엔지(Al), 아프리카돼지얼병(ASF) 둥 가혹 힐벌의 

상시화로 혹스I놓가 어려물 가출 및 혹스밭에 대한 국민의 붙안감미 

커지고잊음 

• 스마트 혹사보릅 확대 뭘 ICPI반 기혹시엉관리 강화 

-축산빅데이타플랫폼조기구축 

-축산악휘 • 환경오염 저감을위한축·A~AI설 현대화지원 

- 무요훌산시스템, 미래형 축산기술, 시육기간 E홀 등 연구개발 지원 

~ 71혹련엄벌에 대한 국가핵입 강확 

-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천예방 및 방억시스템 구축 

- 가혹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상 현실화 

• 사료가격 ξ밴웰} 률률 륭한 혹산농카 경영ξ뱅 강화 

- 국내산 고품질 초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 확대 

- 사;료곡룰 수일선 다변화 및 축산자조금 사업의 강화 

- 사료업체의 믿감 비혹량 확대 

• 탄소중립에 01빠|를|는 축산업 구촉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민증제 도입 

- 저탄소사료와 저탄소 시앙관리기솔 개발 · 보급 

농싼머촌발전 

07 

쪽협 

활협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귀어 뺀는 귀놓 • 귀활|| 비해 큐모가없|만 그D~1'i도노동환경, 

어업기반구축률의 쩌빡요인으로청년톨의 실힐쩍인 껑칙이 어려훈 

것이현십 

• 도서지역를포힘한 어혼~I역 생활 • 복지 임프라구혹, 유휴시셜 뭘 

멘집 등을 활용한채생사업 등 어혼소멀위가를 막기 위한종힘쩍 

대책마련필요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받 틈을 톨한스마트양식 를러스터 조성사업 획대 

• 디지멀 수산업 인표라 구혹과 천문인력 양성 

• 지역 추민추도형 역량갑회사업률통해 어혼 • 수산업 훨성화 쩍극 후진 

• 연근혀| 어업의 어빼류 자급률 체고와 수산룰 수급관리 강화 

•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점범원 확대, 이동형 원격진료 지원 등 

• 청년 어업인 정칙‘를 위한 추택 • 자금 • 어업기솔 충힐지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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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서, 국민과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기촌 대를헝힐은 부쳐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 
-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미래 춘비에 소홀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혀 다른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필요 

• 쩌l활쩍 대통령’은 궁뭘식 청와대 구죠의 신를 
- 現청와대 구조는 황조시대 궁궐 축소판 

=* 새로운 곰죠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염 필요 

• 국청운명 방식 대현활으로 l국민과 힘께하는 대톨헝’ 힐현 

- 대통령실 ‘정예화한참모’와 ”뭔밸 민 • 관합동위원회”로조칙개편 

-공무원 및 민간 최고 인채,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때기있늠 젊은 인재 둥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 참여 

- 국정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 • 감시체계 마련 

• 수석비서관며지, E뱅수석실 빼|지, 쩌12부속십며|지, 요뻔:m감축등 

포칙 슬림화융}여 헌략포칙으로 채편 

- 대통령실은 범부처 • 범국가적 현안 기획 · 초점 · 추진, 

미래전략수립에칩종 

• 흘리 및 장판자롤성, 책임성 확해 

• 셔|흥 쩌¢집무실 설치 

• 형와대 해l~I 뭘 대통령실 광확문 이휩으로 l체월쩍 대통령’ ξ빼 형삼 
- 광화문 정부서울청시어|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아별 민관합동 

위원회설치 

- 대통령과공무원, 민간인재들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향상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 채구성 

- 청와대는 명칭끼~I 완전히 폐지 

• 대를랭 관저, 대를헝심과 공간쩍 분리 및 이헌 

~ 'I혼청와대부자는국민의품으로 

-권력J:I의펴빠{적공간’어|서국민모두가누리늠멸린공간으로채구성 

- 역시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 

- 전문기짝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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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릎째인 청켠 틀어 채청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훼촌. 여암t<>I 형치화 
되면서 정상쩍인 채형 훈용 를가능 

- 칩권 5년 만에 재정지출 51%, 국·7~.채무 4없초원 폭증 

국개K부 증가족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우려 

*국가채무 GDP 대비 비물IMI견 : 

2016년; 41.2% • 2021 년; 51.3% • 2026년. 66.7% 

• 미래 붙확힐성이 커지고 의부지흘이 급출하는 싱활어μ| 환경변화에 

따른새로훈청핵 수요를 윗받훨하기 위해서는체뭘 배분이 보다 

효율혁으로 이루쩌짙 필요 

·천쳐|여|산 대비 의무지출 비횡뼈B。, 국회며|산정책처) : 

2020년; 46.9% • X갱0년: 55.4% • 2050년: 00.2% 

• 국가~쩔관리톨 위한채쩔훈획 도입 
- 중장기 채정지촉가능성 진단을 통해 채정준칙을 포함한 

재정혁신방안마련 

• 째쩔 여력 청훌률 위한 포휠쩍인 지훌 효률화 후잔 
- 범정부적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해 저E화 

정부혁신 

03 

활합 

.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응할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과거에 비해 성평등 • 성역휠빼| 대한 셰대벌 힐단 간 인식의 차이가 

뱉머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를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기족부카 훌요한 사건톨어|서 논를반 증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쩌|대로 수뺑하지 못함 

• 정핵 충심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출심 조칙의 .성으로 인해 
사업 흥복이 발생하고, 여성기쪽부 포괄 업부는 오히려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월인이 되었음 

• 근본쩍으로 평등 의식 • 성폭력 -가정폭력 • 아률 뭘 혈소년 안헌에 

대한과륙및문화획산필요 

• 가혹를 보호하고, 다A§;한사회쩍 문찌|에 쩍극 대용힐 수 았는 

낼도부처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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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히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현서|계쩍인 디지멀 혁명은 사회 • 경쩨 • 문화 뭘 산업계를 넘어 

쩔부의변화도요구 

-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속도늠 지체되고 부처벌 칸막이로 

소통난망 

• 디지훨 시대, 철부 기눔의 효률확 뭘 대국민 서비스 최척확 필요 
• 디지휠 격차 해소률 위한 범철부혁 노력 필요 

• 국쩔 운엉시 의사곁철에 데이터확 • 과학확 기반 시스템 도입 

- 대통령 직속 민 • 관 과학기술위원회(연구자 • 개발자 •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 신설 

- 정책 • 져|토 입안시 국민 수요조사l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듬 시스램화 

-셰 대한민국행정시스템이 세계 표춘 행정A시스템이 되도록 최적화 

-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기속화 및 규체 철펴| 전담 기구 마련 

-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기반 구축 

~ Al와 빅데이터를 o~용한 대국민 행형시스댐 대펀환 

-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둔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l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어예포털’서비스 

• 디지훨 격차 해소 • 디지뭘 역량 강확 
-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 디지뭘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줌장년 · 노년층을 위한 

격차해소프로그램운영 

- 체계적 • 역동적 디지탈혁신 추진 및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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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소년형사λ}건 쁨만 아니라 아동학대 • 가쩔륙력 , 연인폭력 룰 

아동 • 가족에 관헌된 가족법과 형시법 사건률 롱합 처리하는 

사법체계개편필요 

-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능 현행 제도능 많은 운제칩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 기족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역할 

또한미흡 

• 국토의 3면이 해양이고, 해상과역이 국부의 풍요한 월현입, 혜사 

불쩔과 해양 사i핑l 밭샘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므나,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환불성 부족으로 매년 4,000억월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잊음 

• 률힘.,~점법훨으로 개편 

- 소년보졸사련 ·소년형사사건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연인폭력 등 

아동 • 기족관련 사건 통합처리. 임시조치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과 언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상담 • 치료 ·Al원 · 후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 해사펀문법월신설 

- 해시전문가 법관으로 구성 

- 해상충톨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능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능 

i빠형A~A~건, 해양 관련 각종 민허가 환쟁을 담당등}는 

해시행정사건 및 해시중재. 국쩌|해사사건 등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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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무 · 검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실현하꼈습니다. 

• 파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와를 형상쩍으로 회복.A.I켜 달라는 국민쩍 

요구 

- 현정권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검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랍성을 

침해하눈 ‘검찰 개약 초래 

• 법부부장관 구처|쩍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빼|지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메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펴|지하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휘|손 방지 

-「검찰청법」개정 

• 검활에 여싼 편성권 부여 
- 검찰의 여|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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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고위공직자부꽤수사기관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 공수처의 형치쩍 편향성, 청치 사힐’석 룰법수사, 무농수사로 인한 
공수처빼|지여론형성 

얻021 년 출범이후 1년 동안구속0건, 직접기소0건 

- 검찰캐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케 수사하Al 못하고 편향적믿 수사로수사공정성 상실 

- 우차별적 통신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찰 시비,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등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인하여 공수처 폐지 여론 심화 

• 톡소죠항 펴|자를 톨한 공수처 형상화 

- 고위공직자 부때사건 수A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124조의 

‘수사처의 범최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시에 

대하여 곰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효IC~’늠규정펴|지 

-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첼보를 이관 받아수사를 무력화하논 

일이 없토록 검찰 • 경찰토 고위공직자부꽤수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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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꼈습니다. 

• 경활의 범죄 대쳐 늄력에 대한 국민쩍 붙신 츰대 
-2021년 11월 15일 인천 층감소음 운저|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현징에서 무장경찰관이 도맘가고 결국 피해자카 

흉기에 찔려 중싱을 입은사건 발생 

- 경흩에| 범죄현장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범인 제압과정에서 

경찰이 다훨 경우충분한보멸I 01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있음 

- 범죄 헌잠 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필요 

• 훈경 훌신 경훨판l 경부판 이상 고위쩍 슐잔 확대 
- 대통령 임기 말끼지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20% 이상 배치해 인사 불공정 해소 

- 승짚 쩌|도를 개선해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쩌|를 실시 

• 청힘(해양령훨, 소방포합) 공안직화 

- 다른 공안직과 통일 수훈으로 처우를 개선, 경찰사기친작 통한 

치안활동강화 

• 공상보상급 여|산 10배 이상 흥액 
- 범죄수사 등 업무수행 과정메서 일은 피해의 온전한 보상 추진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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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ONE-S'IDP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 풍앙 및 지방에 혈치운명 출인 행청심판가판 50개 홀과 

• 월차 운명이 각각 달라서 국민의 이용 를편 및 인력과 여|산 운명의 

비효률초쾌 

• 처분청의 상굽기관 소촉 설치로 월부 특벌행정심판은 톡힘성과 
잭판성곁여 

• 째판 보다 미약한 국민의 혈차쩍 훨여권 보장으로 국민의 이탈감이 

높은편임 

• 국민의 O빠용TOP 켠리구체톨 위한 톨합행청심판뭔 창해 
-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 

• 국민이 신뢰하논 뺑쩔싣표를 위혜 기구 독림성, 위원 천문성, 

훨차투명성강화 

- 법관왜| 준하는 위원의 신분 보장과 심판의 독립성 보장 

- 법률, 조셰, 회계, 의료1 산업 둥 다~한 전운기에 대한 위원자격 

개방으로, 행정정 일변도를 탈피한 심판의 전문성 강회로 국민의 

신뢰강화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침여권 보장, 심판과정의 

본라언 공개, 시민위원제도 도입 

• 국민편의획인 훌첨 활성화를 룡환 국민고흥처리의 실힐화 

- 행정심판조쟁뾰활성호|를통해국민의 권라구체방안펙실질적 확대 

-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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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통해 
사회척 취g뼈l층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구조 기구가 지나치게 않은 기관에 ι빼되어 있어 국민들른 
법률구조틀 받기 위해 어느 기핀을 횟아야 하논지 초차 파악 어려륨 

• 한형쩍 자원에 비해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널어 양질의 

서비스체공룰가 

• 국민틀이 쉴고 빠렬| 법률구조를 받룰수 었도록 훨차 뭘 기관 

쩨쩔비휠요 

• ·훌힐법를구초71구’의 신혈 

- 수많은 법률구조 기관틀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수 있는 기관 신설 

• i원스를 서비스’의 체공 

- 각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 종힘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 및 변호사와 연걸되는 모듣 

절차를해결 

- 지역의 특색에 따른 맞충형 법률구조의 제공 

.. At획쩍 취악계층에 대한션택과 집흥 
- 경제적인 문체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도웅률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으뼈l층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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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 짧짧 •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 의무화 혈짧 • 고의적 S떨비 채무자! g딸비 정부가선지급 

• 지하철 정기권, 버스에서도 사용가능 • 영문 PCR 검사, 최소비용 발글 •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저|도 개선 
•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혔짧 •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 번호판으로 구분 
• 디지털 으따|층을 위한 키오스크 공약 

• 산후우물증진료지원확대 

•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 지원 • 시외 · 광역 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 가능 

• 장수사진 1회무료촬영 

• 공직자 채t말개 DB 일원화 뚫짧 • 안전속도 5030 개선 
• 보육시설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 워킹맘, 워킹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 •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 반려묘등록의무화 혔짧 • 엉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 • 초|종면접자자율피드백 의무화 • 출장년층을 위한 정춘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