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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및 후속 추진사항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정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
• [기획] 새 정부 동향 ❙ 문재인정부 1년, 국민보고 자료집 주요 내용: 농어가 소득안정
• 유럽 농업·농촌 동향 ❙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오염
• 일본 농업·농촌 동향 ❙ JA전농 영농관리시스템 「Z-GIS」 운용 개시
• 언론 동향 ❙ 남북정상회담(4.27.) 계기 남북 농업 협력 기대감 고조 등

▮통계·조사
•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현장여론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농촌 현장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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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및 후속 추진사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4.30.)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4.26. 기준] 1,226천ha, 109만 명
- 2017년 신청마감 결과, 집계면적은 1,301천ha였고, 누락농지 추가신청과 이행점검을 거쳐
1,293천ha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
❙신청 현황(4.26. 기준)❙
구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합계

신청면적(ha)
신청인원(명)

773,951
760,927

370,803
573,803

81,160
125,899

1,225,914
1,092,641

후속 추진사항
❍ [신청 누락자 추가등록 추진※, ~5.18.] 금년에 신청된 농지와 지난해에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를
대조하여 빠져있는 농지 목록을 작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업인 확인을 거친 후 추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4월 말까지 신청서류 전산입력 완료 후, 전년 대비 신청누락자 추가등록 추진(～5.18.)
<직불금 추가신청>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기한) 5.18일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이행점검, 6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실경작여부
확인, 직불금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집중 실시해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
-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대책 강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을 확대(연2회 → 4회)하고, 부당수령 신고센터(시·군) 운영
❍ [9월 말 직불금 조기 지급] 지급시기도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
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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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신청 현황, 4.26.기준(단위: ha)❙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225,914
86
1,724
3,268
12,671
6,846
1,605
5,160
3,788
83,348
66,317
69,394
171,417
194,194
273,121
193,039
113,692
26,242

쌀직불
773,951
75
1,421
2,206
10,567
4,770
949
3,460
2,731
63,460
32,656
40,366
134,669
127,640
159,580
113,638
75,751
10

밭직불
370,803
11
303
1,024
438
2,076
656
1,666
1,057
19,523
18,367
24,557
35,434
63,563
99,548
63,124
31,076
8,381

조건불리직불
81,160
38
1,666
34
365
15,294
4,471
1,314
2,991
13,993
16,277
6,865
17,85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자료 : 청와대(2018.5.1.)

❍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5.9., 일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3국간 실질 협력의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주요 내용)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정상회의
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
- (기대 효과) 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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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2차 공식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5.4.)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2차 공식협상 개최※※, 4.~8., 싱가포르]
지난 3월 싱가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올해 타결 의지를 재확인
하고 핵심 쟁점별로 이행안(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수석대표회의를
비롯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과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에 걸쳐
총 14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 태지역 메가 FTA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를 포함해 약 70명의 대표단이 참석

- (기대 효과)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자 신남방(新南方) 정책의 핵심거점인
아세안·인도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협상으로써, 협상 타결 시 우리기업의 △대(對)
아세안 및 인도 시장개방 확대, △통관·원산지 등 분야 통일규범 마련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
- (향후 계획) 정부는 각 분야별 유연성을 바탕으로 협상의 진전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
핵심이익은 반드시 관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 위한 실무협상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4.29.)

❍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개최※, 4.30.~5.10., 독일 본]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은 권세중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
진흥청)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회의 구성: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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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
△부속기구(SBI, SBSTA) 회의…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논의,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할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회의 개최
탈라노아 대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으로 전 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

※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5.4.)

❍ [기획재정부,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4.] ① 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②
농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③ 오징어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석

※

- (주요 내용)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할 계획
❍ 1. 수급조정물량 등을 통해 공급 확대
- (감자) 시장접근물량(TRQ) 4,400여 톤을 5월 중 시장에 공급※
수입 실적/계획: (기도입) 1,325톤 / (4.30.주간) 300 (5월) 2,785

※

→

- (무) 비축물량(300톤) 탄력 방출과 할인판매에 더하여 계약재배 물량이 조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
50톤/일 수준, 5.7.주간부터 일주일 내외 조기 출하

※

- (쌀) 공공비축쌀 방출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여 대응
❍ 2.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
- 금년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매뉴얼을 운용※(2018.하)하고, 가격 변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확대※※
(현행) 가격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판단 (개정) 가격 기반 + 정식 파종 전 재배
면적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선제적 검토 대응

※
→
※※ (현행) 배추 무 등 5대 품목 → (추가) 배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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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기획재정부(2018.5.1.)

❍ [기획재정부, 「2018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5.1.] 업무협약식
에서 정부※–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 조직※※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기로

※ 기획재정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
※※※ 정부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개최했던박람회를 2018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박람회(2018.7.12.～7.14., 대구 EXCO)로 개최할 예정

2018년 제2차 사회적기업 40개 신규 인증
자료 : 고용노동부(2018.5.1.)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40개 기관 신규 인증, 5.1.] 5.1일 두팔로㈜(Do Follow INC), ㈜하이
사이클, 깜밥이날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을 포함한 40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함
으로써 1,937개소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 (주요 내용) 금번 새롭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대중음악을 통한 사회공헌,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중증장애인 및 도박중독자 일자리 제공,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
- (예비사회적 기업※ 21개 기관 신규 지정)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추가하여 지난 4.27일 주식
회사 더스티치, ㈜지혜의밭 등 21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

※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과 아울러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
- (향후 계획)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5 -

⎗ 정책동향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자 9곳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1.)

❍ [농식품부,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9곳 선정, 5.1.]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총 9곳을 선정

※ 사회적 농업: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 다만,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
학교 복지시설 농업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부는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378백만 원, 60백만 원/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을 시작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에 각각 전문가를 매칭하여 상시 컨설팅을 실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육성할 계획

※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구성’하고, ‘사회적농업법’ 논의를 위해 구성 예정인 ‘사회적농업 포럼’에
참여토록 함.

❙최종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
조직명

주 요 내용

1.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전북 완주)

• 완주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고령농 소득 증진, 장애아동 재활, 청년농 육성’
- ‘두레농장’ 등을 활용해 해결할 계획

2. 행복농장
(사회적 협동조합, 충남 홍성)

3.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경북 청송)

• 홍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
- 충남에 거주하는 만성 정신질환자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청송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청년 유입’
-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플랫폼(가칭, 청춘상상주식회사)으로 구축하여
청년농의 창업 및 창업 후 성공적 정착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

• 영광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노인 일자리와 귀농인 정착’
4.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

-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논 7,992㎡·밭 25,996㎡를 활용해 노인들이 참여하기
수월한 야생화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고령농의 텃밭농사 수확물을 방문 수매하여
동락점빵·농협 등과 연계해 판매를 도울 계획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고령농의 생산 활동에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령농과 귀농인간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 관계망을 통해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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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

주 요 내용

• 제천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지역학생의 농촌정착’
5. 농촌공동체연구소
(사단법인, 충북 제천)

- ‘지역학생 집토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상속할 계획이 없는 농지를 공유지로
약 3,000평 확보하여 덕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과정으로 농사교육을
진행하고 충북도 교사연수로 농사와 마을공동체 교육을 추진

• 보은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
6. 성원농장
(농업회사법인, 충북 보은)

- 보은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24,000㎡ 규모의 농지에서 대추,
옥수수, 들국화, 호박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지역주민과 통합농장을 운영할 계획

• 무주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장애아동의 재활
7. 무주팜앤씨티
(농업회사법인, 전북 무주)

- 안성 초·중학교 특수반 학생, 지역아동센터·국립인터넷드림마을 등에 있는 인터넷
중독 우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향상을 도모

• 해남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다문화여성의 농촌 정착’
-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이 필요한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공동농장도 운영, ‘야호문화나눔센터’를 통해 다문화여성이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

8.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

9.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

• 임실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
- 범죄 피해가족과 마을 노인들이 함께 2만 평 규모의 농지에서 야생화, 산야초, 아로
니아를 재배하고, 보존화 등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8.5.2.)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5.2.] 이번 위원회는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은 동서도로, 산업단지 등 새만금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 (개발공사) 설립위원회 주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9월 말 설립 완료
※ (농생명용지) 농생명용지 9,430ha 2020년까지 조성 추진, 잼버리 부지 2022.9월 이전 매립완료
※ (주요 사업) 국제협력용지에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개발청 청사 연내 이전 등

- (주요 내용)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교통부),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농식품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새만금개발청)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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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농식품부)
❍ 방수제 62.1km와 농생명용지 9,430㏊를 새만금 기본계획상 목표인 20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
- 농생명용지 9,430㏊는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업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 2018년 상반기 내 마련
- 2017년 말 준공된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에서는 녹비작물 식재 등 임시영농을
2018년~2019년까지(2년 동안)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
- 전기 및 양수장도 2019년 말까지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잼버리 부지 884㏊는 2020.2월경 착수하여 2022.9월 이전까지 매립완료하고, 2021.8월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
❙생명용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제2호 안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 (방수제, 62.1km) 2017년까지 선도구간 9개 공구 54.2km(73%)를 완료하고 잔여 7.9km(2개
공구) 추진 중
• (농생명용지, 9,430ha) 2017년까지 1개 공구(1,513ha) 완료, 8개 공구(5,881ha) 추진 중
이며, 잔여 2개 공구(2,036ha) 2018년 착수 예정

농업특화단지
추진현황

• (특화단지 조성) 농생명용지 5공구 내 특화단지 700ha 조성 완료(2017.12월)
- 시설농업 72ha, 일반원예 440ha, 축산 55ha, 농진청 시험부지 20ha, 도로 등 113ha
• (추진 계획) 2018~2019년까지 시험영농(녹비작물) 및 전기 등 기반시설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 영농실시※
※ 단지 내 저류지 7개소를 설치하여 시험영농은 가능

잼버리 부지
매립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
884ha)

• (추진현황) 4월 말,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인 완료※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2개월 소요)로 추진 가능
• (금후계획) 5월 초, 기본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및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2020.2월경 착수하여 2022.9월 이전까지 매립 완료※
※ 관계부처와 협의(공구분할 등)하여 Pre잼버리 대회(2021.8월) 부지를 차질 없이 마련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 (추진배경) 농생명용지의 준공시기(2020년)가 다가옴에 따라 세부 토지활용방안 마련 필요
• (활용방향) 변화된 농업여건 및 지역수요 등을 고려,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
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추진계획) 전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2018.5월)을 한 후, 2018년
상반기 내에 토지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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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1.)

❍ [농식품부,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5.1.]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08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
FTA 수입 해 모 터 품목(42개)과 농업인 산자단체가 신청한 66개 품목

※
피 니링
생
※※ FTA법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 5.1.～5.20. 접수

- (주요 내용)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충족 품목…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 △폐업 지원 기준※※ 충족 품목…호두, 양송이버섯 등 2개 품목
FTA 협정 이행에 라 해당 연도 국내 평 가격이 기준가격( 전 5년간의 최고
최
제외 3개년 평 가격의 90 )
으로 하락, 해당 연도 총 수입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기준 수입 ( 전 5년간의 최고
최 를 제외한 3개년
평 수입 )을 과

※

따

균
% 미만
량직

직

치와

저치
균
량
량
치와 저치
균 량 초
※※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재배 사육기간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대상품목) FTA 이행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
◈ (지급기준) 1)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2)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 초과, 3)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 (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지급기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 ①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음,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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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합리화 관련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1.)

개요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5.1.]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2017.10.31., 농지법
개정)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8.5.1.일자로 시행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2016년: 7%)까지 확대: 신규(2018～203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총 48.7GW(태양광 30.8GW 중 농가태양광 10.0GW)

주요 내용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 말 이전 준공된 • 준공시기(2015년 말 이전) 제한규정 삭제
설치 규제 완화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1만㎡ 이하까지)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3만㎡ 이하까지)
통해 설치 가능
통해 설치 가능
※ 계획관리지역 등은 제한면적 없음.
※ 계획관리지역 등은 제한면적 없음.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

• 없음.

• 신규 도입
- 대상농지의 범위·규모, 사용기간,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법」개정(법률 제14985호, 2017.10.3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완화

❙농지전용 가능 면적❙
면적

시설명

현행
1천㎡ 이하
1만㎡ 이하
1만㎡ 이하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기숙사시설
학교

구분
농지전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

개정
3천㎡ 이하
1만5천㎡ 이하
3만㎡ 이하

❙시·도지사 전용허가 권한❙
면적
현행
개정
(전용면적) 3만㎡ 이상
(전용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30만㎡ 미만
(변경면적) 1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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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건축물(지붕)의 준공시기(2015년 말 이전) 제한 폐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상한면적 확대(1만㎡ 이하 → 3만)
❍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6개월 이내)] 농한기에 썰매장 이용 부지(3천㎡
이하), 국가·지자체·마을 주관 지역축제장 이용 부지(3만㎡ 이하) 등
❍ [3.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향 조정]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1천㎡ 이하
→ 3천), 기숙사시설(1만㎡ 이하 → 1만5천), 학교(1만㎡ 이하 → 3만)
❍ [4.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허가(협의): 전용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이상 30만㎡ 미만, 변경허가(협의): 전용 증가면적 1만㎡
미만 → 3만㎡ 미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본격 공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4.)

❍ [농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본격 공급※, 5.4.] 5.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영동군에
소재한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조각사과, 1인 150g)을 공급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상반기 148개(5월: 118, 6월: 30), 9월 80개 공급 예정

- (과일간식 공급 확대) 시범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과일간식을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

※ (2018) 돌봄교실, 24만 명 → (2019) 초등 1 2학년, 89 → (2022) 초등 전 학년, 268
❙과일관식 프로그램 관련 외국 사례❙
국가

미국

캐나다

사업명

Fresh Fruit &
Vegetable Program

주요 내용
• 시범사업(2002), 본사업(2008)
• 연방정부의 법제화
• 사업대상: 초등학생
• 급식과 분리된 간식, 2회/주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무상 또는 구입금액 보조

• 2004년부터 실시(점진적 확대)
BC School Fruit & • 사업대상: 초등학생
Vegetable Nutritional
• 급식과 분리된 간식, 40회/년
Program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무상 지원(주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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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 농무부(USDA) 주관
• 지원예산
- 40백만 달러(2008/2009)
- 165백만 달러(2013/2014)

• 보건부·교육부·농업부 주관
• 참여학생: 549천 명(2015/2016)
• 로컬푸드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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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현황

• 2009년부터 실시(25개 회원국)
• 법제화: 원예농산물 공동시장 정책
• 사업대상: 6~10세 권고(회원국 자율)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의무)

• EU집행위 농업총국 주관
• EU 지원예산
- 90백만 유로(2013까지)
- 150백만 유로(2014부터)
(EU 50%, 회원국 50)

EU

School Fruit
Schemes

프랑스
(EU회원국)

Un Fruit
pour la Recre

• 사업대상: 3~18세
• 연간 23식/년, 100~15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민간(학부모) 부담 자발적

• 농업부 주관
(사회보건부·교육부 협조)
• 지원예산: 3백만 유로
• 참여학생: 404천 명(2015/2016)

Frutta e verdura
nelle scuole

• 사업대상: 6~11세
• 연간 50식/년, 23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민간(학부모) 부담 자발적

• 농업부 주관(보건부·교육부 협조)
• 지원예산: 32백만 유로
• 참여학생: 1,044천 명(2015/2016)

이탈리아
(EU회원국)

농식품부·교육부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2018.5.4.)

❍ [농식품부·교육부 협업, 「학교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 운영, 5.4.]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 계기 새로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텃밭 체험」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농식품부) ‘텃밭체험’ 프로그램 희망 중학교 10개교 선정,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시농업관리사 파견 등 행정지원
- (교육부) ‘텃밭체험’ 프로그램이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강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4.)

❍ [농식품부, 「산지지원단」 5월부터 본격 운영, 5.4.] 농산물 산지 생산·유통의 핵심 기반
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의 건립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산지지원단’을 5월부터 본격
운영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 원예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갖춘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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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를 통한 산지유통 발전 도모
- (주요 컨설팅 내용) △사전진단(5월)…APC 건립 희망 산지조직에 대한 사업성진단 및 기본계획
자문(기본요건 점검, 계획수립 컨설팅 등), △건립준비(9~12월)…차년도에 APC를 건립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 추진 준비(인허가, 실시설계 등) 지원, △건립과정(6~12월)…APC 건립을
진행 중인 조직(지연조직 중심)에 대한 추진현황 진단 및 컨설팅(적기건립 유도), △운영과정
(6~12월)…최근 3년간 APC 건립조직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 도모
- (향후 추진방향) APC 시설 운영 및 경영과 관련된 산지조직의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컨설팅 확대 검토

종자검정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 5.2.] 종자업계의 종자품질 검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청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분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전자민원시스템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하여,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면 검정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서비스 내용)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납부, 진행상황 확인, 증명서 출력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검정항목…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등, 바이러스‧바이로이드(과수묘목)
<2017년 민간종자 품질김정 추진실적>
◈ (추진배경 및 목적) 종자산업법 개정(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 체계적인 종자검정: 국제종자검정협회
(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 실시
◈ (대상작물 및 검정항목) 대상작물: 식량·채소·화훼 등을 포함한 전작물(수목류 제외), 검정항목: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 (추진실적) 민간종자 종자검정: 27작물 1,056점(2017.12월 기준)
- 작물별 발급실적
구분
합계

사료작물
770(370건)

- 업체별 발급실적
구분
A무역
증명서 발급
332(134건)
발급 비율(%)
31.4
무역업체, 사료업체 등

※

식량작물
264(105건)

화훼작물
17(17건)

기타작물
5(2건)

합계
1,056(494건)

B협회
686(327건)
65.0

건설업체
28(28건)
2.7

기타※
10(5건)
0.9

합계
1,056(494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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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3.)

❍ [농식품부, 2018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5.3.~7.31.] 2018.9.6~7일
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18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젊은 인재 영입이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기업※※※을 5.3~7.3일간 모집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wisdom@epis.or.kr),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기획실,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 사본
※※ 올해로 2회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의 취창업 기회를 돕기 위해 기획
※※※ 농업생산 식품 외식 수의 축산 농기자재 6차산업 등 분야의 법인
<‘2018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요>
◈ (목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및 창업 정보 제공
◈ (기간 및 장소) 2018.9.6.(목)~7.(금) /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 (행사규모) 농림축산식품 분야 민간기업·공공기관 약 200개 업체※
※ 농협, 한식진흥원 및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
기관 참가 예정
- (행사내용)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채용 상담 진행
- (부대행사) 멘토 카페, 면접 이미지 메이킹, 기업별 채용설명회 등

농식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1.)

❍ [농식품부, 2018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5.1.]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을 통해
혁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

※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쉐어
러블, Y&K이노베이션, 포인핸드 등 다수의 농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 배출됐고,
일부 수상 앱은 관련 분야 다운로드건수 1위(60만 건)에 선정되기도 함.
※ (주최/주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마사회 농협은행

- (추진 방향) 공모대상을 공공데이터에서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확대하고, 행사운영을
산하·민간기관까지 포함하여 대회 홍보·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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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공모부문…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② 아이디어 기획(빅데이터 분석),
△공모기간…2018.5.1.~7.20., △참가자격…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기획,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 팀, 기업)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1.)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청년 인턴십 사업 실시, 5.1.] 식품·외식분야에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 및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이번 인턴십 운영을 위해 사전에
국내외 식품·외식기업으로부터 인턴 수요를 받아 국내 60명, 해외 20명※※ 등 총 80명을 최종
확정하여 금년도 인턴십을 운영
식품 외식산업의 인력부 은 4.3
수준

※

족률 %와 5.2%로 전 산업 평균 부족률 2.5%에 비해 높은

※※ 국내: 남양유업(5월, 10명), 해태제과(6월, 15명), 인터콘티넨탈호텔(7월, 15명), 아워홈(9월,
20명) / 해외: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은 각1명, 라오스 3명, 중국 12명

- (주요 내용) △기간…2018.5월부터(최소 6주~최대 6개월), △조건…우수 인재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연계추진, △인원…총 80명(국내 60명), 해외(20명), △분야…식품(제조·유통·행정),
외식(조리, 영양 등)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 원산지확인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2018.5.3.)

❍ [농식품부·관세청 협의 통해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원산지확인 가능, 5.3.]
농식품부는 관세청과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3일부터 동시 시행
- (농식품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 (관세청)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
- (기대 효과)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 혜택(330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산쌀 원료대체(연간 1,200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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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4.30.)

❍ [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조사, 4.30.] 201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지역농협 담당자와 합동으로 2018.4.30.~5.30일 동안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

※ 토양개량제: 1957년부터 농지의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해 왔음. / 2018년 토양개량제 지원 계획(국고): 규산 석회
541천 톤(52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규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내용) 지원품목: 규산질비료 및 석회질 비료(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조건: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예산: (2016) 694천 톤, 673억 원 → (2017) 622, 599 → (2018.P) 541, 528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신청접수 및 예산배정), 농협(공급 및 정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4.30.)

❍ [농식품부,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실시(5월), 4.30.] 야외
나들이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인 5월에 지자체·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355개 반, 1,500여 명)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
- (취지)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준비

※ 동물유기 발생 건수: (2014) 81,147건 → (2015) 82,082 → (2016) 89,732
※※ 애완견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2012) 560건 → (2014) 676 → (2016) 1,019
- (향후 계획) 이번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6~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물
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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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5.3.)

❍ [농식품부, 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전국단위 방역관리 지속, 5.2.] AI(4.26.), 구제역
(4.30.)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발생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5.31.) 동안 전국 상황실 지속 운영 및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관리를 유지
- (고병원성 AI) 오리류·특수가금 일제검사, 사육가금 입식관리 강화, 전통시장 일제휴업·소독
등으로 위험요인을 지속 관리
- (구제역) 전국 돼지 A형 백신 2차 접종(~5월),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취약농장 점검, 소독
전담관 운영 유지 등 방역관리
- (향후 방역관리) △예방체계 구축…AI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에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한 사전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 마련
(6월까지)…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 6월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할 예정
❍ [농식품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중앙기동점검반 특별 점검※ 실시, 5.3.] 4.26일 AI 전국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심각 → 주의) 되었어도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 지속하기로

※ (점검대상)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193개소, △가금 분뇨처리 비료제조시설 100개소(2017～
2018년 AI 발생 5개 시 도 소재), △휴지기 참여농가 중 재입식 완료 농가 180개소(4.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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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정 전환을
아젠다발굴 위한 핵심과제 등
이슈 브리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정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정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
※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된 “다기능농업의 개념과 정책에 관한 설문
조사(1)”(이슈와 논평, 2018.4.11., 주간농업농촌동향, 2018.4.16. 참고)에 이어 “지속
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정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이슈와
논평, 2018.5.2.) 내용을 발췌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설문개요>
❍ 4.11일에 게재한 <다기능농업의 개념과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1)>에서도 강조한
대로, 이제는 농업농촌은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농정비전, 전략과 함께,
❍ 기존의 경쟁력, 생산주의, 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으로 다원화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목표와 대상을 확대하고 분권과 협치방식으로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요
❍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 4개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3개를 제안※하고,
각각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 본 설문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안)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농정연구센터 이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와 활동가 그룹의 집단토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
<전문가AHP설문 개요>
◈ (설문대상)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에 기반한 농정 패러다임과 농정개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 20명
◈ (조사기간) 2018.3.28.~4.5.
◈ (설문구성) 지속가능성, 다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4개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중요도 및 시급성)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사결정 계층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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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도❙
목표
핵심
과제

세부
과제

지속가능성·다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기반 확충

1. 직불제 개편

• 쌀 중심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 준수의무를 전제로 한 기여지불로 개편

2. 축산업 근본대책 수립

• 환경친화적인축산 전환을 유도하는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
수립, 상시방역과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3. 친환경농업정책
재정립

• 친환경농업의 개념 재정립과 인증제도 개편, 시설과 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직불제 중심으로 통합 등

4. 통합적 먹거리정책
수립
5.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 국가푸드플랜 수립으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제고,
먹거리 관련 이슈를 종합 관리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6. 먹거리 복지 향상

• 저소득·취약계층 식료품비 구입 지원프로그램 도입

7. 농촌정책 추진방식
개편

• 메뉴방식에서 어젠다방식으로 전환, 기초지자체 단위 통합적
농촌발전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정책 추진방식 개편

8.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으로 농촌공간의 어메니티 증진, 자율적 행위
규제 장치인 토지이용주민협약제 등 도입으로 농촌다움 실현

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10. 생산자 교섭력 제고
촉진
11. 경영·소득 위험관리
시스템 강화

• 지역푸드플랜 수립 의무화,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의 학교
급식·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주체 육성, 지역별 농촌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계획적·조직적 귀농·귀촌 추진, 농업인·
농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등
• 품목별 조직화 강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 농업재해지원 강화,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가소득정보 등 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2. 신규농업 주체의 육성 • 차세대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인큐
베이팅 추진

<중요도>
❍ 지속가능성, 다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며,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기반 확립’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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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순위와 2순위의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대부분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의견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핵심과제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핵심과제로 도출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보장의 세부과제로는 ‘통합적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
- 2순위 핵심과제로 도출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의 세부과제로는 ‘직불제 개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
- 그러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의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가중치에서는 ‘직불제 개편’ 1순위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응답이 직불제 개편에
유독 집중되었기 때문
<시급성>
❍ 지속가능성, 디원적 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전략 수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며, 이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기반 확립’순
- 그러나 중요도 측면의 우선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의 시급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먹거리 기본권을 우선과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각 핵심과제별 세부과제의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핵심과제로 도출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의 세부과제로는 ‘직불제 개편’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남.
- 2순위 핵심과제로 도출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세부과제로는 ‘통합적 먹거리정책
수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
-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의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가중치에서는 ‘직불제 개편’이 1순위로 나타남.
<설문결과>
❍ 결국 전문가들이 인식하기에 중요도 측면이든 시급성 측면이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성·다기능성에 기반한 농정전략을
구축하는데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
❍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직불제 개편’으로 기존의
쌀 중심 직불제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 기여지불로 개편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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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동향 문재인정부 1년, 국민보고 자료집 주요 내용: 농어가 소득안정
※ 정부가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발간(2018.5.3.)하였으며, 이 중 농업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정부,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발간, 5.3.]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
‘변화’: 문재인정부 출 후 지 1년간 변화의
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약
‘약속’: 국 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 의 과 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
‘ 제’: 국 의
이에
지 했 부분과 함 , 국 의 관 과 기대가 은 15개 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명

※
범 난
큰줄
※
민
민 삶 직
※ 숙 민 눈높 미치 못 던
께 민 심
설
❙국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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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안정>
❍ 농수산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이지만 최근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회·경제적 활력이 저하
❍ 농어촌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
❍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해대응 내실화, 농수산물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
1

선제적인 수급안정 노력으로 쌀값을 회복했습니다.

❍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 2017년 수확기에 15만 원 돌파
❍ 2017년 9월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
2

농어가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 항목 확대
예) 소류 해 방제(30 원/ha 168)

※ 채 병충

만

→

❍ 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 강화
❍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전년 대비 94.3%(383건 → 22) 감소
방역전담조 신 (2017.8월), 도축장 가금시 상시 AI 검사, 가금 전업농장 CCT
및
이동정보 공유 등 예
화

※

3

철새

직 설

찰강

설

V 설치

안정적인 영농·어업 활동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밭고정·친환경농업·수산직불금단가 인상※(5~20만 원)
고정(45 원/ha 50) 환경농업(40～120 원/ha
60)

※밭
→

만

→ 친

만

→ 50～140) 수산(55만 원/어가 당

❍ 김 종자 개량,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김 수출 5.1억 달러 달성
❍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인상하여 설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 회복※
전년 대비 출 17.4
가

※

매

%증

❍ 도시민의 농어촌민박 부정운영 단속(718건)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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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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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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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자료,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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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 동향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오염
※ 국제환경보호단체 Green Peace에서 발간한 “How the CAP promotes pollution
(2018.4.2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오염
❍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40%(590억 유로)를 사용하며 유럽농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환경 개선임.
- 그린피스는 유럽연합 국가 8개국※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공동농업정책과 가축시설의 환경적 영향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음. 가축사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 암모니아는 톡 쏘는 냄새를 지닌 화합물로 환경에 방출하는 경우 인간과 야생동물에
심각한 타격을 미침. 2015년 유럽연합 전체 암모니아 방출량에서 농업 비중은 94%(3,751,000톤)
였으며, 주 오염원은 축산분뇨, 화학비료 사용이었음.
- (환경) 암모니아 방출은 강·호수·바다의 부영양화※를 유발함. 암모늄 이온은 조류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질소 형태로, 과다한 경우 조류대증식을 유발함. 조류대증식은 물 속 산소를
고갈시키고 생물 다양성이 낮아짐.

※ 부영양화: 특정 수상 시스템에서 질산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함.
- (건강) 암모니아를 가스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할 때 미세먼지 전염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유럽·러시아·터키·한국·일본·미국 동부에서는 농업을 미세
먼지 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 (경제) 폴란드의 경우 집약적 축산농가 주변 거주자들의 자산 가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았음.
❍ 유럽연합조약에는 ‘오염자부담(polluter pays)’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놀랍게도 조사국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7개국에서 ‘오염자가 혜택을 받고(polluters gets paid)’ 있었음.
- 유럽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에 등록된 2,347 농가들 중에서 51%인 1,209농가가 환경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백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었음. 납세자들은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통해 축산농가 시설설치
비용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임.
❍ 축사농가들은 환경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농가를 분할시키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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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오염 관련 데이터 수가 적고 불완전하여 농업 오염을 적절하게 다루기에 신뢰성이
높지 않음. 유럽연합은 오염원 중에서 암모니아(NH3)만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
(E-PRTR)에 계속 기록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닭 40,000마리 이상, 돼지 2,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만이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데이터 구축이 제한적임. 농가들은 사육마리 수를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함.
❍ 그린피스의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암모니아 방출 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하고 정기적으로 구축
- 2) 집약적 축산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사육 가축의 마릿수를 감소시키고 방목 중심의
환경으로 유도
- 3)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분뇨관리 기술의 개발 및 적용
- 4) 모든 농가에 양분수지 기록 작성을 의무화
- 5)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불할 것

일본 농업·농촌 동향 JA전농 영농관리시스템 「Z-GIS」 운용 개시
※ JA 전농(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영농관리시스템「Z-GIS」운용 개시」(2018.4.24.)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JA전농 영농관리시스템 「Z-GIS」 운용 개시
❍ [「Z-GIS」 도입배경] 농업인의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후계자에게
농지를 집적하여 하나의 경영체가 관리하는 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농지가 증가
하면서 농지나 경작 상황, 작업 계획, 작업 기록 등 영농 정보 관리가 복잡해졌음.
- 다양한 데이터를 지리정보와 연결시키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농업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 JA전농에서 G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농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Z-GIS」를 개발
하였으며, 4월 25일부터 운용 개시
❍ [「Z-GIS」 목표] 「Z-GIS」을 통해 작업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농경지를 관리하는
농가나 농업 법인, 집약 영농 조직, JA 등에 보급을 목표로 함.
❍ [「Z-GIS」 기능과 특징] 「Z-GIS」는 경작지의 소유자나 재배 작물, 작업 기록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지도에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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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GIS」 활용 이미지❙

- (Microsoft Excel 파일에 데이터 기록) 농가나 농업법인, JA에서 많이 사용하는 Microsoft
Excel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입력은 간편하게 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편리하게 함.
- (다양한 영농관리 정보를 지도 위에 표기) 작물에 따라 지도에 색을 다르게 표기하거나 임대
농지를 표기하는 등 여러 영농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이 가능, 지번이나 품종 등 문자
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
- (지도 인쇄) 다양한 영농정보를 표기한 지도는 자유자재로 인쇄가 가능
-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 보관·공유) 「Z-GIS」로 작성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보관하여 데이터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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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남북정상회담 계기 남북 농업 협력 기대감 고조 등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주요 일간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4.27.) 계기 남북 농업 협력 기대감 고조
❍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4.27.)을 계기로 농업분야의 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유엔(UN)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
될 경우 농업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 농업협력은 식량 비료 지원과 함께 북한 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농기계 재배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가능

❍ [농업계]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 농업 협력 진전의 중대한 계기로 보고 환영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4.27.) △40만 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 △대북
농자재 지원 북한 내 농업 기반시설 복구, 산림자원 복구 등 과제 해결 위해 법령 제·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준비해 대응할 것을 촉구
- (임업단체총연합회 성명서, 4.26.)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림복구에 관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축산업계)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이 이뤄지면 생산성을 높이는 사양 및 질병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등 북한 축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
- (농협) 남북농업교류가 재개된다면 적극 참여해 교류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타)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쌀과 북한의 옥수수·콩을 교환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볼 만”, “변화한 북한에 맞춘 사업
제시해 협력의 동력 확보해야”, “북한, 과학기술·시장화 관심,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주목”, “기존 합의 내용도 이행해야”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재개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남한의 구조적인 과잉생산 구조가
북한의 식량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의 농축산물 수급문제와 북한의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
❍ 남북 농업 협력과 통일농업은 상호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기반한 단계적 발전전략이 필요
- 남북관계의 완전한 통합에 조응하는 경제공동체나 농업공동체 실현이 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의
궁극적인 실현 목표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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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남북 농업교류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쌀 지원, 남북 농업기술 협력, 토종종자 보존·육성 등 기회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국회에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3.) 결과 남북관계발전분과※ 아래에 산림협력
연구 TF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혐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아래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함.
※※ 나무심기는 물론 묘목을 기르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작업이 그동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적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이후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중단된 상태

- (정부,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조림사업 지원 추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남측이 지원할 예정

※ 개간과 벌목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황폐해진 산림이 다시 홍수를 일으켜 산림 황폐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 (이낙연 국무총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조림
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며,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

※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
에서 비롯
자료: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농업계 일제히 환영”(농민신문, 2018.4.27.), “통일농업...
상호발전 초석 마련해야” / “[금요칼럼] 통일농업 시대를 준비해야”(농수축산신문,
2018.4.27.), “남북 농업교류도 물꼬 트길”(한국농어민신문, 2018.4.27.), “북한
식량난 심각...농업생산성 향상 위한 협력사업 펼쳐야” / “[사설] 이제 남북 농업협력을
치밀하게 준비하자”(농민신문, 2018.4.30.), “南北농업 협력 단계적 전략 필요”(농수
축산신문, 2018.5.1.), “남북 상생...농업협력 기대감 고조”(농민신문, 2018.5.2.),
“남북농업교류활성화를 기대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8.5.2.), “북 쌀 지원 언제나...
사회적 합의 먼저”(한국농업신문, 2018.5.2.), ““나무부터 심자” 판문점 선언 후 첫
남북협력사업?”(MBC, 2018.5.3.), “남북 첫 협력은 산림…황폐한 북한에 나무 심어
준다”(SBS, 2018.5.3.), “남북 산림협력 우선 추진 주목…김정은, 산림복구 관심 커”
(연합뉴스, 2018.5.3.),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청와대, 2018.5.3.), “변화한 북한에 맞춘 사업 제시해 협력의 동력
확보해야” /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경제협력 신호탄 될 것”(농민신문,
2018.5.4.)

- 30 -

⎗ 아젠다 발굴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및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 우려
❍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으며,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
가면적(ha): (2010) 30 (2012) 22 (2014) 175 (2016) 528 (2017.9월) 681
지역별 면적비 (2017.9월): 경 22 , 전남 22, 원 15, 남 13, 전 11, 기 17

※허
※

율

→

→
북 %

강

→

충

→

북

타

❍ 현재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고 있어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
으로 산주를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
❍ 이에 따라 산림청은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가 전 주 의 이 최대한 담 환경 향평가를
시행해야 한 는 의 도 제기

※ 설치허

민 견

긴 영

철저히

다 견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5.1.),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 우려] 농식품부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을 확대하면서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
정책동향 농지 제 합리화 관련 농지법 시행 및 시행
일부 개정 시행 참고(p10)

※

“ 규

령

규칙

령 ”

- (농민단체, 농지 투기 문제 제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 완화나 원상복구 조건의 단기간 타용도 이용 등은 소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필요한 점이 인정되지만 농지전용 허가면적 확대나 도지사 농지전용 권한을
늘리는 것은 농지의 훼손을 넘어서서 투기화까지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
자료: “산사태·투기 우려 태양광발전소...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국민일보, 2018.4.30.),
“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농축유통신문, 2018.4.30.), “산림청,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무분별 설치 안된다”(머니투데이, 2018.4.30.),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산지 규제 추진”(서울신문, 2018.4.30.), “산림청,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전환 검토”(파이낸셜뉴스, 2018.4.30.), “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소 대책 마련”
(한국일보, 2018.4.30.), “산림청, 태양광발전소 급증 대책 마련 나선다”(헤럴드경제,
2018.4.30.), “친환경 태양광 발전 급증…부작용 우려도”(KBS, 2018.5.2.), “농림지
태양광발전 난개발·투기 우려”(내일신문, 2018.5.2.), “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지 우려
심각...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산림청, 2018.4.30.),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무분별한 훼손 우려”(농축유통신문,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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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자료 : 통계청(2018.5.3.)

개요
❍ [통계청,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발표, 5.3.] 기업유형별 무역효과 분석 및

국제 교역을 통한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흐름의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통계청과 관세청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기업 행정통계 및 리
법인기업체행정통계 2017년 무역통계를 연계하여 2017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속보) 결과를 공표

※

생멸

와

영

주요 내용
❍ [기업 및 무역명부 연계 현황] △수출…2017년 연계기업의 수출액…5,714억 달러, 연계율
99.6%, △수입…2017년 연계기업의 수입액…4,714억 달러, 연계율 98.5%※
전년 대비: 수출 15.6
가, 수입 17.9
가

※

%증

%증

❍ [기업규모별 무역] 수출입 모두 대기업이 무역액의 과반 이상 차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기업 모두 수출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
- (수출) 전체기업 수출액 중 대기업 수출액 3,787억 달러(66.3%), 중견기업 918억 달러
(16.1%), 중소기업 1,008억 달러(17.6%)를 차지※
전년 대비: 대기업 616
(19.4 ), 중 기업 67
(7.8 ), 중소기업 88
(9.5 ) 각각 가

※

%

증

억 달러 % 견

억 달러 %

억 달러

- (수입) 전체기업 수입액 중 대기업 수입액 2,819억 달러(59.8%), 중견기업 706억 달러
(15.0%), 중소기업 1,189억 달러(25.2%)※
전년 대비: 대기업 531
(23.2 ), 중 기업 48
(7.2 ), 중소기업 138
(13.1 ) 각각 가

※

%

증

억 달러 % 견

억 달러 %

억 달러

❍ [산업별 무역] 수출입 모두 광제조업이 무역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산업 전반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기타산업 수출은 소폭 감소세
- (수출) 광제조업 수출액은 4,819억 달러(84.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도소매업은
692억 달러(12.1%), 기타산업은 203억 달러(3.5%)를 각각 기록※
전년 대비: 제조업 632
(15.1 ), 도소 업 142
(25.8 )로 각각 가한 반면,
기 산업은 3
(-1.6 ) 감소

※

타

광
억 달러 %
억 달러 %

매

억 달러 %

증

- (수입) 광제조업 수입액은 3,086억 달러(65.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도소매업은
1,126억 달러(23.9%), 기타산업은 502억 달러(10.7%)을 각각 차지※
전년 대비: 제조업 512
(19.9 ), 도소 업 121
(12.0 ), 기 산업
83
(19.8 )로 각각 가

※

광

억 달러 %

억 달러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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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유권별 무역] 수출입 모두 국내기업의 무역액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 수출보다
수입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수출) 국내기업 수출액은 4,637억 달러(81.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외국기업 1,076억
달러(18.8%)※
전년 대비: 국내기업 677
(17.1 ), 외국기업 94
(9.5 )로 각각 가

※

억 달러 %

억 달러 %

증

- (수입) 국내기업 수입액은 3,207억 달러(68.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기업은
1,507억 달러(32.0%)※
전년 대비: 국내기업 558
(21.0 ), 외국기업 159
(11.8 )로 각각 가

※

억 달러 %

억 달러 %

증

❍ [무역집중도※] 수출입 모두 전년보다 무역집중도 다소 증가, 수출은 상위 50대 기업, 수입은
상위 100대 기업이 무역액의 과반 이상 차지
무역 중도: 수출입 기업 중 상위 n개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정도

※ 집

- (수출)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6.4%, 상위 50대 기업 60.6%, 상위 1,000대
기업 84.3% 차지※
전년 대비: 상위 10대 기업 402
(24.0 ), 50대 기업 584
(20.3 ), 1,000대 기업
724
(17.7 ) 각각 가

※

억 달러 %

증

억 달러 %

억 달러 %

- (수입) 수입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입액의 28.5%, 상위 100대 기업은 54.5%, 상위
1,000대 기업은 76.1% 차지※
전년 대비: 상위 10대 기업 345
(34.6 ), 100대 기업 501
(24.3 ), 1,000대 기업
626
(21.2 ) 각각 가

※

억 달러 %

증

억 달러 %

억 달러 %

❍ [국가별 무역] 수출은 동남아, 수입은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은 1,417억 달러, 수입은 96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
사드 향에도 불구하고, IT산업 활성화 및 마
산 대에
반도체 수
가

※

영

스 트폰 생 증 따른

요증

- (동남아)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큰 교역시장으로서 수출은 1,485억 달러, 수입은 7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54억 달러 흑자※를 기록
마
신제품 출시 및 고사양화 추세 등에 라 반도체 및
이수
가

※ 스 트폰

따

디스플레 요 증

- (미국) 수출은 681억 달러, 수입은 48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전년 대비 무역수지 흑자는 62억 달러 감소※
현지법인을 통한 조 대로 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가, 일가 개발에
국산 P 수입 가

※
※

달확

증 셰 스

따른 미 L G

증

- (일본) 수출※은 267억 달러, 수입※※은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8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
였고, 전년 대비 무역수지 적자 폭은 확대
수출 인:
수 가(+), 석유제품 단가상 (+), 반도체 중국산 대체효과(-) 등

※ 요 철강 요증
승
※※ 수입요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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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수출은 199억 달러, 수입은 19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EU) 수출은 539억 달러, 수입은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10.7% 각각 증가하여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축소
- (중동) 수출은 243억 달러로 전년보다 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701억 달러로 29.8% 증가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정 적 불안 및 경기부진에
소비감소 등으로 내구소비재(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출 감소

※ 치

따른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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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리포터 현장여론

현장여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농촌
현장의 소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 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
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전문은 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농촌 현장의 소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개요>
◈ (개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을
설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적부 판단, 기준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 유통 차단
◈ (목적)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시행시기) 1차(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및 2차(전체 농산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요] 2018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KREI리포터를 대상으로 총 38건의 현장여론을 수집
❍ [주요내용] 농약 사용매뉴얼 보급, PLS 교육 확대 시행, 잔류농약 검출기간 유예 등 요구
- (농업인 PLS 교육 확대 시행) PLS도에 대한 이해와 작물별 세분화된 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 특히 관행농업을 하는 고령농업인은 PLS 교육 참여율이 저조, 현재 읍면단위
집체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단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 요망<김○○, 경기>
- 예전에 비해 농약 남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농약 중독이나 사고 피해도 감소한
편이나 고령농업인의 경우 여전히 농약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작위 살포하는
경우가 대다수, 농약회사나 관계기관에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농약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안전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최○○, 충남>
- 산골에 있는 고령농업인은 농산물을 소량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 상관없다며
PLS에 무관심한 실정, 현장에 와 닿지 않다는 평가,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농약을 판매
하는 농협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토록 개선 요구<송○○, 강원>
- (작목별 농약 연구·개발) 작목별 사용가능한 농약과 정확한 잔류 허용수치도 안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PLS 시행은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 특히 특용작물은 농약 연구대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라 특용작물에 대한 등록비용 등이 추가 발생, 특용작물에 대한
농약 및 사용 매뉴얼 개발 요구<염○○, 경기>

- 35 -

⎗ KREI리포터 현장여론
- 수요 및 생산량이 적은 품목은 농약 허용 약제가 적어 PLS 규제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
농약 하나를 연구하는 데 수반되는 시간 및 투자비용 많아 빠른 시일에 해결될지 의문,
비허용물질을 사용하는 농업인도 문제이나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을 파는 농약상에 규제를
강화토록 검토 요망<노○○, 전남>
- (올바른 농약 사용매뉴얼 보급) 농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농업인에게는 농약
사용량을 줄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 농약 판매상에게는 작물과 사용량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매뉴얼을 보급해 일관되도록 처방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약 상품에 대한 성분 등을 단순화, 정례화 할 것을 요망<곽○○, 대구>
- (잔류농약 검출기간 유예)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관행농으로 사용한 잔류농약이 오랜 시간 집적되어 있는 실정이라
내년에 PLS 시행은 성급하다고 판단, 토지개량이 우선 조치되고 시행되어야 마땅하며
먼저 시행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기간을 유예토록 제도를 검토<김○○, 경기>
- (토지 개량을 위한 농지 휴경기간 허용)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인식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한계, 친환경 농산물이 반드시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농약 관리 보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 토지개량을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농지
휴경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 요구<장○○, 경기>
- (농약 관리시스템 구축 및 판매상 관리·감독)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을 구입하듯이
농약판매처에서 적용 작물에 대한 해당 처방을 받고, 처방한 농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약제 선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십, 수백 명을
교육하기보다는 농약을 취급·판매하는 몇몇 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김○○, 경기>
- 농업인은 농약을 이해하지 않고 농약상에서 권하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 개개인이
농약허용물질을 지켜 나가기 어렵고 교육에도 한계, 농약 생산을 일원화하거나 농약 제조
및 처방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유○○, 충남>
- 정부는 철저한 검역과 통관으로 더 까다롭게 수입하고, PLS를 통해 농약 남용을 줄여
나가야 하며, 농업인과 특히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하고, PLS의 시행 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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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고령화와 관행농업으로 PLS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일반적으로 농약상
에서 주는 대로 받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부는 재배작물을 묻지도 않고 혼합제를 권장
하기도 함.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농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 전에는 자두를 사과, 복숭아에 준해 농약을 살포하였으나, 최근 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작물 보호도우미에서 찾아 자두 전용 약제를 주문해 사용, 식약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농약관련 전문성을 강화토록 개선<이○○,
경북>
- (PLS 시행 전 비허용물질 수거·처분)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GAP 농산물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허용치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유통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나, 관행농으로 생산한 일반 농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PLS의 규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농약허용물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
<이○○, 전남>
- 농업인 스스로 농약허용물질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PLS 시행에 앞서
정부에서 미리 농약상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수거·처분하고, 농가에서 다량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점검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김○○, 경기>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등록 약제가 없어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 피해를 입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많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많은 농업인이 우려, 반면 농산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 편
<임○○, 경기>
-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배추를 노지계약하거나 납품계약을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PLS에
긍정적,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농약허용 관리가 필요<유○○, 경기>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반농산물도
GAP 농산물과 같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농약 가격 표시 및 가격 안정도
함께 해결토록 개선<임○○, 충북>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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