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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 이슈 브리프 2 ❙ 「국가재정포럼」 주요 내용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농가의 농업분야 경제적 이윤 분석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 혁신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 등
• 언론 동향 ❙ 한·미 FTA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7년 출생 통계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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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8.22.)

개요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8.22.] 더불어민주당·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개최(8.22.)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① 일자리안정
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②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
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
- (주요 내용)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2018년 대비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단기적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주요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진 방향❙
◈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라 약 7조 원+α 규모※(2018년 대비 약 2.3조 원↑)의 대책 마련
※ 유동성 공급 확대(보증공급 및 융자 확대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별도

과제
단
기
적
지
원

직접 지원
(6조 원 수준)
경영비용 부담 완화
(0.6조 원+α)

추진방안
•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구
조
적
대
응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0.4조 원 수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기
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5조 원 수준)

• 신보 보증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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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 원 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 → 700) 등 세금 부담 완화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
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 → 10),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 → 2,000/200)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만 원 → 100)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 → 5,000) 및 멘토링(300명 →
1,000) 확대
-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
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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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행 과제❙
과제명
(필요조치사항)

번호

일정
(시행시기)

부처

 직접 지원 (2개 과제)
1-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2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2018.9월
(2019)
2018.12월
(2019)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영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등 개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부가가치세법 개정)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8.12월
(2019)
2018.12월
(2019.1월)
2018.12월
(2019.1월)
2018.12월
(2019)
2018.9월
(2018.10)
2018.9월
(2019)
2018.9월
(2019)
2018.9월
(2019)
2018.9월
(201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10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2-11

지역신보 보증 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2-1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개정)

2018.9월
(2019)
2018.9월
(2019)
2018.12월
(2019)

2-14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2018.10월

행정안전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개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지자체 협조)

2018.12월
(2019)

환경부

2018.10월

행정안전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8월
(2018.9월)

금융위원회

2-15
2-16
2-17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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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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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필요조치사항)

일정
(시행시기)

부처

20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개 과제)
3-1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3-2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2018.8월

3-3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식품위생법 개정)

3-4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3-5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2018.12
(2019)
2018.9월
(2019)
2018.9월
(2019)

3-6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3-7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3-8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19

고용노동부

2018.9월
(2019)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벤처기업부

2019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2018.12월
(2019)

법무부, 국토교통부

2019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개 과제)
4-1
4-2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4-3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4-4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4-5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4-6
4-7
4-8
4-9
4-10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기준 개정)
가맹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사업법 개정)
광고·판매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점 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사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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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월
(2019)
2018.12월
(2019)
2018.12월
(2019)
2018.12월
(2019)
2018.12월
(2019)
2018.12월
(2019)
2019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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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추정)(단위: 조 원)❙
구분

2018년

◇ 직접 지원
- 근로장려금(자영업자 혜택분)
- 일자리 안정자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
-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세제혜택(지원기간 연장 제외)
- 경영여건 개선(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 등)
◇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2019년(잠정)

증감

0.4
3.0

1.3
3.0 이내

+0.9
-

0.9

1.3

+0.4

0.24

0.57

+0.33

-

0.3 이상

+0.3 이상

-

0.15 이상

+0.15 이상

0.07

0.18

+0.11

- 역량 강화 지원
(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업 지원, 창업교육 등)

0.22

0.36

+0.14

합계

4.8

7.1+α

2.3+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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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18.8.20.)

개요
❍ [기획재정부,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0.]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 [2019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① 혁신성장 지원, ② 사회적 가치 제고, ③ 국민생활 지원,
④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예 결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종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목표

◈ 국유재산 활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
과제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①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토지개발
본격화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국유지 임대·
매각 지원

① 영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

② 도심 노후청사 개발을 통한
혁신거점시설 지원

②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
특례 지원

②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변상금
징수제도 개선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 및
사용특례 지원

③ 청년·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
도모

③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콜센터 운영

④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공간 조성

④ 지자체 등의 지역개발 활성화
지원

④ 단기적 사용 확대 등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







관리 효율화
① 국유 일반재산 유형별 관리 강화

④ 유휴 행정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② 회계 기금 간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⑤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

③ 국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용도폐지 강화 및 총조사 ⑥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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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지원 】
❍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 최근 국유재산법(2018.3월) 및 시행령(2018.6월)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근거 마련

-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우선 사업을 선별,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지구(예):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토지개발 활용모델 확립
❙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용모델(예시)❙
유형
① 경제기반형
② 신산업형

수익용지+

③ 사회복지형

주요 활용용도
복합청사/공공임대상가/산업단지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 지원

신산업공간제공/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

복지시설

사회적약자 지원

-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산업 기반으로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 교통 환경 에너지분야 등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
단지※※로 개발

※ 2019년 실시계획 마련, 2022년 청사건립, 2025년 상업 주거시설 개발/ICT 보안 스타트업
육성시설, 창업지원 주거시설 등을 공급
※※ 2019.3월 입주, 정신건강 연구시설, 병원,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을 제공
❍ 기존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 활용을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사용요율 감경(5% → 1),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년 → 30)를 위한 특례 지원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국회 계류 중)

❍ 유휴국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
-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舊 KTV부지)을 활용하여 『(가칭)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간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 종합지원

- 자투리 국유지 등에 컨테이너형 청년벤처·창업 공간 조성·임대※

※ 국유지 활용여건에 따라 창업쇼핑몰 또는 사무실로 구성, 창고 등 공동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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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제고 】
❍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사회복지사업 수준으로 사용요율 인하(5%
→ 2.5), 5년간 매각대금 분납 허용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사용특례 지원
-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 감경(5% → 2.5)·수의계약 허용,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에 대한 사용요율 인하(5% → 1) 추진

※ 높은 고용유지율과 신용등급,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혁신역량 등 청년
친화적 여건을 갖추어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
※※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등 7개 지역
❍ 국유지를 활용하여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
-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 장기화
(최장 20년 → 30)

※ 국가 기부채납 전제로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사학진흥기금,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건축, 현재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행복기숙사 등 3곳 운영 중
-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공익목적의 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

※ 2018.7월, 선도사업 3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까지 임대주택 총 169호 공급 예정,
2019년 중 5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가사업 발굴 예정

❍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유휴된 국유지 등을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자체·공공
기관 등에 적극 대부·매각

※ (예) 舊 장흥교도소를 개발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장으로 운영하고 문화복합공간 조성, 서울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 조성 지원(기부대양여)

【 국민생활 지원 】
❍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제한 경쟁입찰※, 사용요율 3% 적용 확대※※,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3년 → 10)

※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사용료 감경 규정이 있으나, 입찰 시 일반경쟁 우선 적용에
따라 소상공인 대부계약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 현재 사용료 5%로 임대계약 중인 소상공인은 재계약 시 3%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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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요청 시 적극 대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요청 시 대부

❍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변상금 징수제도를 개선
- 변상금 → 연체료 順으로 변제하도록 변제 우선순위 변경※

※ 현재 일부상환 시 ‘원금보다 연체료 우선 소멸’되는 상황으로, ‘변상금(원금) 우선 소멸’로
변제순위 변경

- 확정 부과 후 체납상태인 경우에도 변상금의 징수유예·분납 허용※

※ 기존에는 사전통지 후 확정부과 이전까지 신청해야만 허용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한통의 전화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를 운영※

※ 현재 국유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과 각 중앙관서가 분할관리 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재위임 위탁하여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국민 불편 발생

❍ 국유재산의 단기적 사용 확대를 위해 시간·일 단위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유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

※ 회의실, 강당 등 공공자원을 등록 관리하고 실시간 자원조회 및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구축 지원

【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 국유 일반재산의 유형별 구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유형별 관리 예시❙
유형
ⅰ) 개발형
ⅱ) 활용형
ⅲ) 보존형
ⅳ) 처분형

재산별 특성
• (즉시개발 가능) 수익성·공익성 분석
• (제한사항 존재)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해결 가능성 검토
• (경쟁입찰) 경쟁입찰을 통한 대부계약 등 민간 활용 기회 제공
• (수의계약)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의계약 활용
• (행정목적 사용) 활용·처분 제한
• (관리효율화) 중앙관서 간 관리전환·사용승인, 지자체 점유재산 상호교환 등
• 독립적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 부적합한 경우 처분

❍ 회계·기금 간 통합적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 특별회계·기금 관리기관과 총괄청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할 경우 무상※ 관리전환
허용

※ 현재는 회계 기금 간 관리전환이 원칙적으로 유상(有償)으로 한정
-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캠코 위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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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행정재산 총조사(2018.3~12월)에 따른 용도폐지 강화 및 5년 단위 총조사 정례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최소화
❍ 유휴 행정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 유도를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3년 이내 사용예약
할 수 있는 ‘사용예약제도’ 도입※

※ 부처의 용도폐지 거부감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반재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5년 이내 유휴재산 활용계획 보고내용을 시스템(e나라재산)을 통해 이력 관리·점검
❍ 원칙적으로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설정
❍ 5년 단위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2016년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2019년 국유재산특례(사용·대부료 감면, 양여) 지출예산은 6,884억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

※ 작성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부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34조
❙연도별 국유재산 특례 지출예산(단위: 억 원)❙
구 분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 양여
합계

2017년
5,269

2018년
6,341

2019년(안)
6,877

1

27

7

5,270

6,368

6,884

- 정부는 앞으로도 국유재산특례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
- 2017년, 2018년은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

※ 국유재산법 개정(2018.3월)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8.6월)

❍ [향후 계획] 이번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및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8.3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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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기획재정부, 「긴급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8.17.)

❍ [기획재정부, 「긴급경제현안간담회※」 개최, 8.17.]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 참석자: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
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
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 (고용 부진 상황)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 (정책 개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
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폭염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지시 등
자료 : 청와대(2018.8.20.)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8.20.]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이번 같은
더위가 다시 반복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 (이산가족 문제)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전면적 해결을 촉구
- (일자리 상황)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 고 밝히며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 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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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행정안전부,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8.8.23.)

❍ [행정안전부,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 개최, 8.23.] “정부혁신! 무엇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낡은 관행·선례 깨기, 직원 아이디어 제시 등
참여 확대, 제대로 일하기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

※ 지난 3.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부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

- (목적)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맞이하여 정부혁신과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함으로써 혁신 분위기 확산
- (주요 내용) 지난 5.22일부터 6.18일까지 실시한 부내 ‘필요한 일만 스마트하게 캠페인’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39건) 중 우수제안(10건)에 대한 시상을 실시

※ 우수 아이디어: “8시∼19시 사이의 유연근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도록 개선”, 장려:
“회의 횟수 총량제 시행”과 “청사 내 주차관련 종이 안내문 대신 문자로 알려주기”,
아이디어상: “누구나 개인PC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보공유시스템 구현”, “인쇄물 없는
회의 공간 마련”, “업무별 표준업무매뉴얼 만들어 인수인계” 등 선정
- (향후 계획)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실행해 나갈 계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주간 운영 계획] 2018.8월부터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부내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지정·운영

※ 8월 정부혁신주간: 8.20.(월)～8.24.(금)

- (주요 내용) △주제…‘혁신역량 UP, 혁신분위기 UP, 혁신체감도 UP’ 등 ‘혁신 3UP’ 분야,
△운영…실국별 특색을 반영하여 토론, 교육, 공연,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진행, △지원…이를 위한 정부혁신 전문가 풀(pool)과 부서·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

※ (주요 활동) 실패박람회 제작발표회(8.20.), 정부혁신조직실 주니어보드 ‘생생토크’(8.24.),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17개 시 도 교육원의 혁신사례 발제 토론(8.30.)
- (향후 계획) 실국별 혁신주간 활용사례 발굴 및 참여 홍보(하모니 알림방 활용), 8월 중 정부
혁신주간 운영(8.20.~8.24.)

※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 개최(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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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합의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8.8.21.)

개요
❍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간사단회의 개최, 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
위원들이 공감,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

※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12일 발족했으며, 제2차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2018.4.3., 4.23.)에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주요 내용
❍ [근로빈곤대책]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 정부방침: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 [노인빈곤대책]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 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2018.9월부터 월 25만 원 지급,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2019년)에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20년에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2019.1월부터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2019.1월부터 의료
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 20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 [향후 계획]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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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내 삶을 바꿀 ‘국민해결 2018 아이디어 20개’ 선정
자료 : 행정안전부(2018.8.21.)

❍ [행정안전부, 국민해결 2018 아이디어 20개 선정, 8.21.]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6개 제안서 중 2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 소셜리빙랩 선정 아이디어❙
번호

분야

지역

주제 및 내용

1

환경·자원순환

강원

시민정원 분양을 통한 공공하천 관리
(춘천시 석사천 부지를 시민들에게 정원으로 분양해 주민들이 보존)

2

환경·자원순환

경북

저수지 수상정원을 통한 녹조 해결
(저수지를 수상정원으로 꾸며 수질 정화 및 지역 명소로 탈바꿈)

3

환경·자원순환

광주

커피박 업사이클링과 콩피움 진로창작소
(커피 찌꺼기 재활용 농장을 은퇴자 일터 및 청소년 진로체험장으로)

4

환경·자원순환

대전

주택가 골목길은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쓰레기 문제 해소 위해 거점 수거함 설치, 배출장소 및 시간 안내)

5

환경·자원순환

서울

6

유휴공간

부산

7

유휴공간

제주

8

유휴공간

충남

9

청소년·청년

경기

10

청소년·청년

대구

11

청소년·청년

충남

12

노인

대구

13

노인

서울

14

장애인/접근성

대전

15

장애인/운동권

서울

16

관광

전남

17

공동체

충북

마구 버려지는 테이크아웃컵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원활한 회수 위한 재밌는 장치 설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팀 ‘시민건축학교’ 리빙랩
(영도구 뉴타운 해제지역 공·폐가 87곳 활용방안을 주민이 기획)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 확장을 통한 광장 활성화
(탐라문화광장 공동화 문제 해결 위해 주민-행정이 프로그램 마련)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마을혁신 플렛폼 – 리빙랩 공작소’ 만들기
10대 밑바닥 노동을 대체하는 지역사회 일자리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교육, 진로설계 등 일자리 해법 모델 제시)
청년 자조금융 설립을 통한 대안적 금융안전망 구축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상담, 자조금융 설립 등 생태계 조성)

창직·창업을 통한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청년수당을 받아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산격1동 치매예방 거리 조성사업 – 기억 보듬길 프로젝트
(단지 내 안내판, 우편함을 무채색으로 바꾸는 등 ‘인지디자인’ 적용)
노인의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노인(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030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소원을 직접 들어주기)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거리 조성
(장애인들의 도심 내 상가 접근권 보장 위해 이동식 경사로 설치)
당신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기획·실행 & 앱 개발)
섬과 함께 다시 섬
(여수시 추도에 빈집 활용 숙박시설 마련 등 관광비즈니스모델 구축)
공유경제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공유부엌 활용해 입주민 간 저녁식사를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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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지역

주제 및 내용

18

자살

서울

찾아가는 따뜻한 친구들, 자살 유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살 유가족을 사회로 이끌어 낼 대화테이블 및 인식개선 캠페인)

19

교육소외

강원

우리동네 아이들 우리가 키운다 -교육소외 지역 공동교육 프로젝트(강원 화천군 내 주민들이 결합해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20

동네서점

충북

‘책 생태계’를 되살리는 상생충BOOK
(동네서점 및 지역 출판사 생존을 위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

- (향후 계획) 최종 선정된 20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만나
소셜리빙랩 실행팀을 구성하고 세부실행 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실행에는 약 7억 원이
배정될 예정
❍ [행정안전부, 「마중물 씨앗사업」 10개 아이디어 선정, 8.21.] 한편,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최종
선정 이외에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 씨앗사업」을 실시할
10개 아이디어를 함께 선정

※ ‘마중물 씨앗사업’: 절실한 문제의식과 참신한 시각을 갖추면서 평균 300만 원의 소규모
실행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선정
❙‘마중물 씨앗사업’ 선정 아이디어❙

번호

분야

지역

주제

1

환경·자원순환

강원

대학교 내의 Plastic Free 운동 정착
(강원대 기숙사 및 교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다양한 방법 고안)

2

미디어

경북

청년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미디어
(안동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팟캐스트 방송 기획)

3

노인

광주

마을 돌봄 활동을 통한 마을형 보호체계 구축
(독거노인 가정 요구르트 배달 등 주민 주도 공동체 돌봄시스템 마련)

4

장애인

광주

발달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을 준비하는 홈랩
(유휴공간 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자원 활용한 생활훈련 실천)

5

공간/도시재생

부산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바꾸는 ‘리노베이션 스쿨’ 리빙랩 프로젝트
(마을재생전략 일환으로 주민들이 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6

장애인

서울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성별 구별 불편 해소
(공중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성별구별 위한 점자블록 설치)

7

환경·자원순환

인천

블록형 페트병 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페트병을 블록형태로 제작해 조립 재활용 유도)

8

육아/공동체

충남

촌! 맘들의 소통 창구는 없는가?
(촌 여성들의 육아 보육 등 고충 해결 위한 공동체 플랫폼 마련)

9

환경/축산

충남

우리동네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축산농가에 대한 방문인터뷰 통해 대화·소통 계기 마련 및 해법 모색)

10

환경/공동체

충북

우리동네 유해물질 수치가 정확한지, 동네주민이 직접 측정해 보자!
(청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감소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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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대비 주요 대응 동향
자료 : 기상청·행정안전부(2018.8.2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2018.8.21.)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상청·농촌진흥청(2018.8.22.)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2018.8.23.)

❍ [기상청,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북상으로 전국 태풍 영향, 8.20.] (태풍 현황과 전망※)
8.22~23일 전국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 (기상(강수, 바람) 전망) 8.22일(수) 오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8.23~24일은 전국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
(해상 전망) 8.22~23일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5~8m의 매우
높은 파고, (폭염 전망 ) 태풍이 북상하기 전인 8.22일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함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가 강화

※ (8.22일 밤～8.23일) 남해안, 제주도 산지, 지리산 부근 중심 400mm 이상 많은 비

- (8.22일 09시 기준) △태풍 현황과 전망…강한 중형급(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155km/h))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서북서진,
△강수·강풍 전망…최대 400mm 이상 많은 비, 최대순간풍속 40m/s(144km/h) 이상 강풍,
△해상전망…서해상, 남해상 최대 8m 내외의 매우 높은 물결, 해안가 해일 피해 주의
❍ [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업피해 예방 총력대응, 8.21./8.23.] △8.20일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
진흥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 피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8.23일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솔릭’의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태풍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한 사전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
- (예상 피해)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
- (대책 추진상황)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8.19일 16:00부터 폭염(7.27.~)과 태풍 대비(8.19.~
소멸 시)까지 확대·운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17만 명)하고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농작물 침수 피해
대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
- (피해 예방대책)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배수로 잡초제거 및 정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 사전예방,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병충해 예방 위한 적기 방제, △축사 사전 전기 안전점검 실시

- 16 -

⎗ 정책동향

- (피해지원 대책)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 지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농약대: 과수류(종전 63만 원/ha → 인상 176), 채소류(30 → 168), 인삼(23 → 323) 등
※ 대파대: 과채류(종전 392만 원/ha → 인상 619), 엽채류(297 → 410) 등
※※ 예시: 생계비 116만 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 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 배 24백만 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 융자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농촌진흥청, 태풍 ‘솔릭’ 북상 대비 총력 대응, 8.21./8.22]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과 현장 기술지원단(12개반, 20명) 긴급 편성·운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 현장 지도와 상황 관리를 강화
- (국립농업과학원, 태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 개최, 8.22.) 시설 점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야별로 대응 정보를 농가에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김제시 하동 인삼 재배지의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8.20./8.21.] △시·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8.20.) 개최…8.20일 17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발령,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8.21.) 개최…범정부적 대응체제인 중대본 단계로 격상, 8.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해 피해 예방 추진

※ BH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17개 시 도 및5개 유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공사, 힌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요 안전대책 점검사항>
◈ 댐과 저수지 관리를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의 예비방류 상황과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배수펌프장과 수문시설을 댐의 방류상황과 연계해 관리, 이와 함께, 댐 월류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
◈ 높은 파고와 강풍에 대비해 수산·농업시설의 안전대책은 사전에 조치토록 하고, 농·어업 종사자
들이 태풍 시에 시설관리를 위해 외출하는 것을 삼가는 홍보도 적극 실시
◈ 강풍으로 인한 송·변전 및 배전설비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 점검을 하고, 국지적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사전에 마련, 또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산방지를
위해 건물외부의 간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태양광시설에 대한 고정 작업도 철저히 할 것을 요청
◈ 산사태 위험지역과 급경사지에 배수시설 정비와 대피계획 수립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관광객이
많은 국립공원, 해안가와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등은 사전에 통제하여 피해가 예방되도록 추진
◈ 재난구호물자와 시설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유사 시 재난자원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응원태세도
마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발생 초기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처와 신속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전문 인력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습지원단도 즉시 파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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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강화, 8.21.]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및 안내
문자를 시행, 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예정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또한, 8.23일 에너지·산업단지 유관기관 기관장들과 「태풍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원전, 발전소, 송배전망, 석유비축시설, 도시가스관 및
인수기지 등 주요 에너지 시설 및 산업현장 등에 대한 자체점검과 사전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조
❍ [고용노동부, 한반도 관통 태풍‘솔릭’대비 산재예방활동 강화, 8.22.]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8.20일 산업현장의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주요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실시토록 시달
- (주요 내용) △주요 석유화학단지 고위험 사업장 긴급 점검, △건설, 조선 사업장 타워
크레인 등 위험작업 중지 등
❍ [국토교통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도 본격 가동, 8.22.] 태풍에 대비
각 건설현장에서는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것을 당부
<태풍 대비 건설 현장 핵심 안전수칙>
◈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추가 고정시키고, 순간풍속 10m/s 이상 설·해체 작업 및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중지, 15m/s 이상 운전 중지
◈ 측구 등 현장 배수로 설치·정비 등 배수계획 철저 이행
◈ 비탈면 비닐 덮개 설치, 흙막이 변형·지하수 유출 여부 지속 점검
◈ 외부비계(飛階) 및 동바리 추가 고정, 경사보강재 추가 설치 등

- (주요 내용) △8월 22일 오전 10시부로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 가동하여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태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점검 강화, △도로·철도·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소통 대책과
체류객 대책 등을 운영,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자재·인력 등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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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장과 상견례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0.)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장과 상견례※ 개최, 8.2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8.8.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개최

※ (참석자)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주요 농업인단체장 34명

- (주요 내용) △당면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추석물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약허용기준(PLS) 제도, 농산물 수급안정을 꼼꼼히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 △청년 후계인력 육성, 공익형 직접지불제 개편, 푸드플랜 확산 등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해 농정개혁 추진 의지 밝혀

추가 배추 수급안정 대책 및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1.)

고랭지 배추·무 산지여건 및 수급상황 변화
❍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인 강원지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어 7월 중순부터
배추·무 가격이 상승

※ 7월 중 하순 태백 정선 강릉 평균 최고기온은 32.5℃(평년 28), 강수량은 15mm(평년 117)
※ 7월 중 하순 폭염일수: 태백 11일, 정선 15일, 강릉 15일(최근 25년 내 최다)

- (배추) 무름병 및 칼슘결핍(꿀통현상) 장애 발생, 무는 뿌리 생장 불량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폭염 대응 과정에서 영농비가 상승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도매가격: 배추 (7.중) 2,652원/포기 → (7.하) 3,745 → (8.상) 3,593 / 무 (7.중) 1,450원/개
→ (7.하) 2,088 → (8.상) 2,397
❍ 8.6일부터 최근까지 강원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배추·무 생육상황 및 수급여건
변화

※ 8.6.～16.(11일간) 강우 일수: 평창 9일, 태백 9일, 강릉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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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뿌리 생장 불량이 문제였으나, 잦은 비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
되면서 뿌리 생장이 호전되고 수급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무 도매가격: (8.상) 2,397원/개 → (8.중) 2,050(전순 대비 15%↓)
- (배추) 무름병과 칼슘결핍※(꿀통현상) 장애가 확산되면서 수급여건이 좀 더 악화, 특히 8월
출하 예정지역의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월 하순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

※ 병해인 무름병은 고온 다습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칼슘결핍으로 오는 꿀통현상은
뿌리 활력 저하로 칼슘 흡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가 오면 질소가 과다 흡수되어 발생
하며, 조직이 물러지면서 쓰러지는 현상
※※ 배추 도매가격: (8.상) 3,593원/포기 → (8.중) 5,096(전순 대비 42%↑)
추가 배추 수급안정 대책
❍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랭지의 계속된 폭염과 잦은 국지성 호우로 고랭지
배추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분간 가격 강세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조기출하 물량 확대,
할인판매 등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추석 성수기 전까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조기출하]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배추 조기출하 물량을 현재 1일 100톤 수준에서 8월
하순 150톤으로 확대하여 가격 급등을 완화
- 중앙주산지협의회(8.20일 주간)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가격 전망※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산지유통인들의 조기출하 참여도 유도

※ 9월부터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가격 하락세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할인판매] 8월 23일부터는 시중가 대비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농협매장)하여
소비자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김치제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김치 할인판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

※ 김치제조업체 할인판매 현황: 대상(종가집) 및 CJ(비비고), 20～30% 할인, 8월 말까지

❍ [대체소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채소로의 대체소비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
-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양파로 겉절이를 만들어 시식 행사(8.24.~31.)를 개최하고, 양파 겉절이
레시피도 리플렛으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
- 학교·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주요 농산물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을
반영한 합리적 급식 계획 수립을 요청하여 개학시기 수요 증가도 완화

※ 대한영양사협회(월별 학교급식 레시피 수립) 등에 가격정보 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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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배추 수급안정] 폭염·가뭄 장기화로 정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묘 20만 주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급기간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 농식품부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성수기간(9.10.~21.)에 대비하여 배추·무 외에도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
❍ 폭염으로 사과 등 과일에서 햇볕데임 피해가 있고, 가축 폐사도 있으나, 추석 무렵 과일과 축
산물의 공급여건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과일) 사과 햇볕데임, 배 과실 비대 부진 등 일부 피해가 있으나, 추석 무렵 공급량은 평년
수요량보다 5~6천 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사과) 홍로(추석 주 품종) 생산은 감소(75천 톤, 전년 대비 17%↓)할 것이나, 고온으로
기타 품종(5천 톤)의 숙기가 당겨져(10.상 → 9.중 하순) 추석 공급 가능
※ (배) 봉지 씌우기, 관수시설 구비 등으로 햇볕데임 피해가 적음.
구분

공급 예상량

평년 수요량

과부족

비고

사과

80천 톤

75천 톤

5천 톤 증

배

77천 톤

71천 톤

6천 톤 증

추석 전
3주간 기준

- (축산물) 폭염으로 8.16일 기준 닭 5,320천 마리, 돼지 22천 마리 등의 폐사 피해가 있었으나,
사육마릿수가 많아 추석 성수기간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구분

공급 예상량

평년 수요량

과부족

쇠고기

130천 마리

125천 마리

5천 마리 증

돼지고기

634천 마리

507천 마리

127천 마리 증

3,260만 마리

2,916만 마리

344만 마리 증

508백만 개

480백만 개

28백만 개 증

닭고기
계란

비고
선물세트 등 고려, 추석 전
5주간 기준
추석 전 2주간 기준

❍ 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하여 상시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 우려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 추석 2주전부터는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하면서, 할인판매·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수립(8.31.,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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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2.)

개요
❍ [농식품부,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최, 9.1.~2.]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늘 내 일(JOB)을 잡자”라는 슬로건
으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 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층의 취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기획
※ (주최 / 주관) 농식품부 / 농협 자조금관리위원회(한우 한돈)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요 내용
❍ [기업 채용설명회] 공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채용정보 및 업무
특성 등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
-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주)파리크라상 등 10개 기업의 공개 채용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현장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도 SNS를 활용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농식품창업 컨퍼런스] 농식품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자신의 진솔한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 청중이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
- 스마트팜, 농식품벤처 창업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구분

구성 아이템

구성 내용

채용관

종합안내센터
취업지원센터
민간기업
공공기관
농협

•
•
•
•
•

창업관

창업우수사례
창업컨설팅

• 참가기업 소개 및 이벤트 등 운영
• 청년창업가, 농업마이스터 등 1:1 상담서비스

어울림
광장
(전시·체험)

새로운 일자리관
미래산업관
상생농업관

• (dynamic)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新 일자리 체험: 유망직종 소개 및 체험
• (developed) 미래의 발전된 농업 체험: 스마트팜, 로봇 등
• (delightful) 농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소개: 지역푸드플랜, 사회적 농업

디자인거리
(홍보)

정책 홍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 소개 및 대국민 정책 제언 청취

채용관 종합 안내
이력서/면접 컨설팅, 이미지 코칭, 이력서 사진촬영 등
세부산업분야별 기업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유관기관 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농협 계열사 기업 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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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0.)

❍ [농식품부,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8.20.] 가을철 영농을 대비, 농업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점검·정비※하여 수리 실시

※ 수리기사 87명, 수리반 56개반, 수리용 차량 54대를 동원하여 읍 면지역에서 실시

- (주요 내용) △실시기간…2018.8.20.~9.14.(4주간), △실시지역…전국 119개 시·군, △대상
기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SS기 등 가을철 사용 농업기계 중심, △방식…
농업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 수리봉사 소요비용 중 부품값 및 운반비에 한하여 농업인에게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하여 수리,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
◈ 식품 동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 개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4.)

개요
❍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 개선, 8.24.]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유통
구조 개선,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 개선을 추진

※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제도: 정부가 추구하는 배려 신뢰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도입

주요 내용
❍ [소비자가 중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기존) 인증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 (개선) 안전성조사 횟수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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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참여 유인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직매장 우대]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역시 심사에서 우대
-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인증매장을 통해 판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인증매장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 직매장을 농산물 판매만을 위한
공간에서 휴식·체험 등을 가미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
❍ 2018년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인증이
부여된 사업장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류, 소비자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 (추진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육성하고 유사 직매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
◈ (주요 내용) (인증신청접수) 공고에 의한 정기접수 형태로 반기 1회 실시, (대상) 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몰, 공동체직거래장, (심사절차)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심의 판정, (인증심사기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생산자 정보표시,
취급수수료율, 생산자·소비자 도소매가격정보제공, 안전성관리, 생산자관리, 소비자교류 등, (유효기간)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관리 등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3.)

❍ [농식품부,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8.23.] 우수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전통식품 기능을 오랜 기간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전수금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

※ 식품명인제도: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주류
23, 떡 한과류 10, 장류 12, 차류 6, 김치 5, 기타 13)이 지정되어 있음.
※※ 전수금 지원사업: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 지급

- (주요 내용) △기간/장소…2018.8.28.~29./전담 담양군※(1회차), △참여대상…식품명인 기능
전수자 67명, △교육내용…우수업체 벤치마킹, 정책사업 설명회(정책자금 활용방법, 경영
효율성 향상 방법 등 교육) 등

※ 2회차 교육장소: 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11.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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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확한 국산 배 호주 수출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2.)

❍ [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국내 생산한 배 호주 수출 가능, 8.22.] 농림축산검역본부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상주, 나주, 하동 3개 지역의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올해 재배된 배의 호주 수출 가능
❙배 생과실 협상 타결현황 및 수출검역 실적❙

현지검역,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현지조사, 수출선과장․농가등록

건수
775
578

2017년
수량(톤)
10,533
8,672

1994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응애예찰

27

345

7

88

필리핀

1999

수출검사, 수입국 표기

1

13

-

-

뉴질랜드
호 주

1999
1999

수출검사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9
24

93
195

1
-

6
-

칠 레

1999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

-

-

-

남아공

2000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

-

-

이스라엘

2001

과수원 등록,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

-

-

페 루

2013

과수원 등록,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

-

-

멕시코

2014

과수원 등록,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1

6

-

-

브라질

2017

과수원 등록,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6

20

-

-

1,421

19,877

555

7,955

국 가

타결년도

수출 요건

미 국
대 만

1986
2006

캐나다

합 계

2018년 8월(현재)
건수
수량(톤)
245
3,314
302
4,547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검역 실적❙
연도별
건수
48

수량(톤)
382

2018년 8월(현재)
건수
수량(톤)
14
25

태 국
베트남

30
517

122
4,950

13
346

48
4,613

아랍에미레이트

32

52

14

25

러시아

18

32

6

40

괌
기타

64
54

78
237

29
62

33
161

합계

763

5,853

484

4,945

국가별
인도네시아

2017년

※ 배 수출검역 실적(톤): (2016) 24,647 → (2017) 25,730, 4% 증가
※ 2017년 주요 수출국(톤): 미국(10,533), 대만(8,672), 베트남(4,950), 호주(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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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 합동,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 실시, 8.20.]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459개소 적발

※ 7.16.～8.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5,703개소에 합동단속을 실시

- (주요 내용) △기간…2018.7.16.~8.14.(1개월), △대상…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위반업체 적발…459개소※, △적발 유형…(품목별) 돼지고기 33.3% → 쇠고기 23.3
→ 배추김치 17.1 → 콩, 닭 등 26.3, (업종별) 음식점 58.8% → 식육판매업 22.0 → 가공업체 9.4
→ 기타 9.8, (장소별) 해수욕장 78개소 → 관광지주변 52 → 전통시장 18

※ 원산지 표시 위반: 410개소(거짓표시 265, 미표시 145)
※ 축산물 이력제 위반: 49개소(거짓표시 38, 미표시 11)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으로 예방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8.20./8.22.)

❍ [농식품부,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으로 국경검역 강화조치, 8.20.]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2018.8.3일 첫 발생 이후 8.16일과 8.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
❙중국 내 ASF 발생 현황(중국 농업농촌부 공식 확인)❙
확진일자

지역

사육두수

폐사두수

2018.8.3

요녕성 선양시
(랴오닝성 선양시)

383

47

2018.8.16

하남성 정주시
(허난성 정저우시)

260

30

2018.8.19

강소성 운강강시
(장쑤성 롄윈강시)

확인 중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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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336마리 살처분
※ 3km내 7,733마리 추가 살처분
• 도축장에서 발견
※ 흑룡강성 유래농장은 음성판정)
※ 계류 1,352두 살처분, 지육 3,701두 폐기
• 615두 증상, 88두 폐사
※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중

⎗ 정책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
◈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치사율 100%(급성형)
◈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8.22.]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2018.8.3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아프
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
- (주요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
- (향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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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등
이슈 브리프 1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일본의 ‘미래투자전략 2018’”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18-7, 2018.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일본 경제재생본부 미래투자회의가 2018년 6월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8 - 소사이어티 5.0 및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개요>
❍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8’ 발표]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8’ 발표하였으며, 미래투자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최신판으로 올해는 ‘소사이어티 5.0과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화’라는 부제와 함께 발표
❍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 진전, 데이터·인재 쟁탈전 확산, 데이터 패권
주의 부상 등이 가속화, △일본은 많은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분야에서는 미흡,
△일본판 4차 산업혁명 국가 정책인 ‘소사이어티 5.0※’를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폭 높이고, 국민소득, 생활의 질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

※ ‘소사이어티 5.0’: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지침 중 하나로 ‘제5기 과학기술기본법
(2016～2020)’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 사이버 공간(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인간
중심적 사회를 의미

<4차 산업혁명과 5대 미래사회 변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실현될 미래사회 변화를 5대 전략 분야로 구분하고 산관
협의회를 통해 목표로 하는 전략 분야의 변화상을 공유하면서 11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경제구조 혁신 기반과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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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변화 개요❙

주: 3K는키타나이(더럽고), 키켄(위험하고), 키츠이(힘든)의이니셜을본따3K라고하며, 일반적으로기피되는작업이
필요한 업종을 의미
- (5대 전략 분야) △생활·산업, △경제활동 기반, △행정·인프라, △지역·커뮤니티·중소
기업, △인재
- (11개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동성, △헬스케어, △산업, △에너지, △핀테크·블록체인,
△디지털정부, △인프라, △농림수산업, △지역, △중소기업, △관광·스포츠·문화예술
❙농림수산업 스마트화❙
구분

주요 내용

농업개혁 가속화 • 농업개혁을 가속화하고, 세계 톱 수준의 스마트 농업을 실현
및 스마트 농업 - △생산현장을 강화, △가치사슬 전체의 부가가치를 향상,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최대한
실현
활용(스마트 농업의 실현)
• 수출에 긍정적인 생산자를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
수출 1조 엔
달성을 위해
• 해외 니즈에 대응한 ‘글로벌 산지’를 형성
수출촉진책 강화
• 수출을 위한 매칭이 항시 가능한 환경을 정비
• 임업 경영관리를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집적
임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개혁 추진

• ICT를 활용한 기계 도입 등을 통한 시설 효율화
• 사업자 연계 및 대규모화를 통해 생산유통구조를 개혁
• 국유림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대단위로 이용 가능한 법제도 정비
• 과학적·효과적인 수산자원의 평가·관리방법의 도입

수산업 성장을
위한 개혁 추진

• 팔리는 제품(market in) 발상을 기반으로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혁
•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어업허가제도를 개정
• 양식·연안어업의 발전을 위해 해수면이용제도를 개정
• 데이터 집적·활용을 위해 ‘스마트 수산 데이터베이스(가칭)’을 구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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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 [경제구조 혁신기반] △데이터 기반, △규제·제도 개혁, △해외성장시장 확보
- △‘소사이어티 5.0'을 구축하는 원동력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민간의
역동성(dynamism)이 핵심, △정부는 데이터 활용 기반 및 데이터 구동형 사회의 공통
인프라를 정비함과 동시에 ‘소사이어티 5.0’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제도개혁 추진
- (1. 데이터 구동형 사회의 공통 인프라 정비) △기반 시스템·기술 투자 촉진, △AI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및 최적 활용, △혁신 창출을 위한 대학 개혁, 산학관 연계 및 벤처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표준화 전략
- (2. 과감한 규제·제도 개혁) △신기술 실증(샌드박스) 제도 활용과 플랫폼 비즈니스 규칙
정비, △투자촉진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 (3. 해외시장 확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회 적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사이어티 5.0’을 민간기업과 협력하면서 국제적으로 진출시킴으로써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은 아베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미래투자전략 2018’은 2017년부터 ‘미래투자전략’으로 개칭한 두 번째
성장전략
-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언급한데 이어
2016년 ‘일본재흥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명시하고, 20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으로 제시
- 2018년 ‘미래투자전략’에서는 소사이어티 5.0과 함께 데이터 구동형 사회를 전면에 내세움
으로써 그간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또한, 데이터 활용과 함께 데이터 및 AI 인재의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 인재 쟁탈전에 대비하는 모습
❍ 이번 2018년 전략은 지난해에 비해 전략대상 분야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야별로 중점 추진
프로젝트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 30 -

⎗ 아젠다 발굴

- 2017년 ‘미래투자전략’은 건강, 이동성, 공급망, 인프라·도시, 핀테크 등 주로 산업
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전략은 생활, 경제활동 기반, 행정·인프라,
지역, 인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의 거의 전 분야를 전략 대상에 포함
- 2017년 전략대상 분야 내에 핵심과제 형태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2018년에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명칭을 정하고 산관협의회를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 이번 11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를 경제, 사회, 산업변혁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
- 특정 산업이나, 정부 부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횡단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
-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하게 될 경제구조 혁신기반 강화 조치 역시 플래그십 프로
젝트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
❍ 일본의 ‘미래투자전략 2018’은 민간 참여 강조, 산업 횡단적 접근, 경제 구조 혁신 창출의
공통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4차 산업혁명 정책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 2017년 말 발표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도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능화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산업, 사회로 구분해 다양한 과제를 시행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
-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 혁신의 파트너로서 총력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강조한
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미래투자전략’과 유사
- 그러나 대응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연계나 연관 효과를 위한 프로젝트나 4차 산업혁명 지향점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통한 추진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
- 일본 미래투자전략과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전략 분야별 중점 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조도 고려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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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국가재정포럼」 주요 내용
※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2018.8.16.)의 주요 논의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기조연설>
❍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
<｢국가재정포럼｣ 개요>
◈ (일시·장소) 2018년 8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
◈ (테마)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
◈ (의제) 세션Ⅰ 포용적 성장과 재정, 세션Ⅱ 정책과제와 재정전략
◈ (참석자) 학계·업계·시민사회계·언론계·관계부처, 일반국민 등 300여명
◈ (주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
-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5.7%※) 보다 대폭 확대, 중기기간(2018~2022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언급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증가율 5.7%, 연평균 5.8%
-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
- 한편,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세션별>
❍ [세션별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세션Ⅰ…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 △세션Ⅱ…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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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Ⅰ 포용적 성장과 재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발제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지적하면서 구조개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 소득 격차, 노인빈곤, 가계부채, 청년고용, 저출산 고령화, 성장둔화 등

❍ 우리나라는 단기·중기적으로 재정여력(fiscal space)이 있으며 재정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결합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발제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 복지 확충 노력 등으로 우리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주요국 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소득 10분위별 기초연금 수급액 분석을 통해 하위 1~4분위의 수혜금액※이 높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점을 제시

※ 기초연금 수급액(만 원): <1분위> 48.0 <2> 45.9 <3> 38.2 <4> 24.7 <평균> 21.1

세션 Ⅱ 정책과제와 재정전략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발제자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First Penguins※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First Penguins: 무리 중에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선구자를 의미

❍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안
- (4대 정책방향) ① 벤처하기 좋은 나라, ② 제조업 혁신 3.0 전략, ③ 한국형 혁신생태계,
④ Scale-Up 기업육성
- (3대 메가프로젝트) ①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프로젝트, ② 금융허브 한국형 크립토밸리,
③ 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
❍ 혁신국가 조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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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지원방향 (발제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그간 3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관련 예산 투입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책체감도가 낮은 분야가 있음을 점을 언급
❍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보육 질적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일자리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 중점 (발제자: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공급)과 제조업 고용 감소(노동수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
고용취약계층(청년·여성·중장년) 등 현재 고용여건의 어려움을 지적
❍ 이에 대응하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중층적 고용안정망 구축, 고용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 청년: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지원 + 신기술 고숙련 직업훈련
여성: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및 복직 활성화
중장년: 적합업종 개발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발제자: 이석 KDI 북방경제실장)
❍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한·국
제사회·국내 등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링 효과가 있음을 강조
❍ 새로운 남북경협은 기존과는 다른 성격과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
경제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

※ (기존) 양자거래 → (변화) 국제적 대북협력과 연계
(기존) 경제적 비정상 국가 → (변화) 경제적 정상국가
(기존) 非경제적동기에 주목 → (변화) 경제적동기도 중시

❍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서 향후 강화될 확률이 높으며 수준이 후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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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가의 농업분야 경제적 이윤 분석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Economic Returns to Farming
for U.S. Farm Households(2018.8.)”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미국 농가의 농업분야 경제적 이윤 분석
❍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가수입에는 농가 보유 자산 및 자산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의 전체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가의
경제적 이윤(Economic Return)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경제적 이윤은 수익에서 기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일상에서 이용되는 이윤은 회계적
이윤 개념임※.

※ (예시) 자동차 수리로 시간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부가 20시간을 들여 농사를
지어 1,000만 원의 수입과 100만 원의 비용이 든 경우, 회계적 이윤은 900만 원이나
경제적 이윤은 700만 원(1,000만 원 – 100만 원 – 기회비용 200만 원)임.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ERS)는 연수입 35만 달러 이상인 농가를 상업농(Commercial
Farms)으로 분류하며, 35만 달러 이하 농가 중 농업소득이 주 수입원이면 중간농
(Intermediate Farms), 농업외 소득이 주 수입원이면 겸업농(Residence Farm)으로 분류함.
2015년 전체 농가 중 겸업농은 60%, 중간농은 31%, 상업농은 9%임.
- 회계방식 이용 시 농가 순수익은 겸업농이 5,075달러, 중간농은 11,650 달러, 상업농은
294,306 달러임.
❍ 대부분 농가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가족구성원을 동원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노동력의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은 약 500시간으로 추산됨.
- 가족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할 경우 농가의 평균 농업 순수익은 겸업농 -2,241달러,
중간농 3,105달러, 상업농 232,780달러로 감소함.
❍ 농가 손실 발생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존의 회계방식 농가소득 추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손실에 따른 세금 감면액은 겸업농 1,405달러, 중간농 1,028달러, 상업농 899달러임.
❍ 농가의 부동산 가격은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연 6% 상승하였으며, 2015년 기준 농가별 평균
실질 부동산 가치는 872,312달러로 추산됨.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액은 겸업농 14,455
달러, 중간농 23,261달러, 상업농 74,406달러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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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농업순수익, 세금 감면액, 부동산 가치 평가액 등을 감안한 경제적
이윤방식을 적용할 경우 농가 순수익은 겸업농이 13,619달러, 중간농이 27,394달러, 상업농이
308,084달러로 추산됨.
- 가족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농업 순수익은 기존의 회계 방식 대비 감소하나, 세금
감면액 및 부동산 평가액을 고려하면 농가 순수익은 경제적 이윤(E) 방식이 기존 회계방식
(A) 대비 증가함.
- 농가수입 흑자를 보이는 농가는 회계기준 시 43%에서 경제적 이윤방식을 이용할 경우
약 70%까지 증가함.
❙농가 종류별 경제적 이윤(단위: 달러)❙
구분

겸업농

중간농

상업농

5,075

11,650

294,306

농업 순수익 (B)

-2,241

3,105

232,780

세금 감면액 (C)
부동산 평가액 (D)

1,405
14,455

1,028
23,261

899
74,406

농가 순수익 (E, E=B+C+D)

13,619

27,394

308,084

회계방식 농가 순수익 (A)

경제적 이윤 방식

출처: Prager, D., S. Tulman, and R. Durst. 2018. Economic Returns to Farming for U.S. Farm Households, ERR-254,
USDA, ERS.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 혁신
※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에서
발간한 “Digital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services (2018.6.)”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촌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 혁신
❍ 사기업과 공적 서비스 공급업체의 집권화가 진행될수록 농촌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악화됨. 여기에 대응하고자 유럽은 농촌 지역 혁신을 위해 1) 다중서비스 허브, 2) 보건·
의료, 3) 교육·훈련, 4) 이동성·물류, 5) 에너지, 6) 디지털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다중서비스 허브(multi-service hubs)
- 다중서비스 허브는 쇠퇴해가는 농촌 마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임이 증명되었으며, 상권과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시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를 지원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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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베스트호크(Westhoek)는 지역사회 주도로 원격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허브(중심지)를 만들었음. 허브는 농촌 이동성(mobility) 문제를 완화시키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중심지로 기능함.
- (스페인) COWOCAT 농촌 프로젝트는 10개 LEADER의 공동 작업 공간을 만들었음. 또한,
농촌 지역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켰음.
❍ 보건·의료(health and care)
- (스웨덴)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생산 참여(Involving the coMmunity to co-PROduce
public serVicEs, IMPROVE)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편의적·비용 효과적인 재택 치료를
위해 열쇠 없는 잠금시스템※, 야간 모니터링 카메라, 요실금 관리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재택의료공급자가의뢰인의방문을휴대폰보안앱을통해열수있도록하는장치임.
- (핀란드) Safety at Home 프로젝트는 ICT기술을 활용한 위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노인들이 자택에서 직면하는 사고※를 다루고 있음.

※ 노인들이직면하는대부분의사고는자택에서발생함.
❍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
- (호주) 농촌연수원(Ländliches Fortbildungsinstitut)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농업인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프랑스) LEADER 프로젝트는 지역 사업체들이 일관적인 디지털 전략을 정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의 IMPROVE 프로젝트: 열쇠 없는 잠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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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물류(mobility and logistics)
- (프랑스) Rezo Pouce 프로젝트는 자동차 공유와 같이 무료이고 안전한 방법을 여행자들
에게 제공하고 있음.
- (스페인) 사회적 물류기업 La Exclusiva은 스페인 Soria 지역※의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매주 집으로 배달하고 있음. 현재 공급하는 서비스 종류는 전기, 정원관리, 세탁까지
확대되었음.

※ Soria 지역은과거급격한인구유출을경험한지역임.
❍ 에너지(energy)
-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기업(Braemar Community Hydro Ltd.)을
만들어 국가 공원의 수력 발전소를 복원하였음. 복원한 발전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배전망에 판매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스페인) ENFOCC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컴퓨터 프로그램(EneGest), 바이
오매스 보일러 설치 등을 통해 작은 변화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
- (포르투칼) 세라 다 에스트렐라(Serra da Estrela) 자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sabugueiro
마을은 디지털 혁명을 경험했음.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시켰음.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의 디지털 마을 프로젝트는 농촌에 스마트 도시 개념의 일부를
적용했음. 농촌 전역에서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상품 공급, 이동성,
전자정부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실행되고 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 등
※ 일본농업신문「農業省力化へＩｏＴ 人口減、高齢化に対応 総務省検討委」(2018.8.12.),「４９
歳以下の新規就農者 ４年連続２万人超え 田園回帰流れ続く 後継者育成課題も」(2018.8.1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
❍ [배경] 일본은 인구감소·고령화·장기적인 저성장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2030년대까지 경제, 조직, 인프라, 복지 등의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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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총무성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2030~2040년쯤에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미래를 잡는 TECH전략(未来をつかむＴＥＣＨ戦略)」을 정리하였음.
- 미래에 일본이 직면할 문제에 대해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임.
- 생산인구의 급감이나 독거고령자 세대의 급증으로 의료간호의 수요 증가가 한층 더 진행
할 것을 전망하며, 1) 사람 만들기 2) 지역 만들기 3) 산업 만들기 주제를 바탕으로 전략을
정리함.
실현하고 싶은 미래
<산업 만들기(産業づくり)>

• 시간당 노동 생산을 현재의 1.5배 상향을 목표로 함.
• 농업에서는 IoT, 드론, 로봇을 도입하여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일손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올리며 경관도 유지하게 함.
<사람 만들기(人づくり)>

• 고령자의 장수와 생활지원을 중시함.
• 몸에 착용하여 자동제어로 걷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 개발
• AR을 통해서 직접 가기 힘든 곳의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안경형 디스플레이).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을 보호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I를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24시간 지켜보고 문진이나 검사를 생력화하는 건강관리 서포트 등을 제시

❍ 총무성은 본 전략을 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2019년도부터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예정임.
❙「미래를 잡을 TECH 전략」 전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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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규 영농인 동향
❍ [49세 이하 신규 영농인]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7년도 49세 이하 신규 영농인 수가
2만 760명으로 조사되어 4년 연속 2만 명을 넘은 것이 확인되었음. 49세 이하 신규 영농인은
2014년에 2만 1860명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
- 49세 이하 부분에서 비농업계 신규 영농인 수가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신규
영농인 전체 수를 보면 5만 5,670명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음. 현재 수준의 생산력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 자녀의 승계에 대한 지원 및 후계농업인 확보와 육성이 필요함.
- 기존의 농업기반 없이 농지 확보부터 농업 경영을 시작하는 신규 영농인 부분에서는 49세
이하는 2017년도에 2016년도와 비교하여 10% 증가한 2,710명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농림수산성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전원회귀(田園回帰) 흐름이 젊은층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농업 정착을 위해 취농 전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농업차세대인재투자금(구·청년취농급부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
❍ [50세 이상을 포함한 신규 영농인] 50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신규영농인 수도 6% 증가한
3,640명으로 조사됨.
❍ [영농 기반이 있는 신규 영농인]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어 농업을 이어받은 신규대졸자 중
신규 영농업취농자는 4만 1,520명으로 10%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49세 이하는 1만 90명
으로 12% 감소하였음.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가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서 후계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농업법인] 농업법인에 취직하는 신규채용 취농인 수는 2014년도 이후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1만 520명으로 1% 감소, 그 중에서 49세 이하는 7,960명으로 3% 감소하였음.
일본 전체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진행 중이며 인재가 타 산업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농업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영농인 수를 약 90만 명으로 추계하여
이를 60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49세 이하의 농업종사자를 2023년까지 40만 명
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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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농인 수 추이❙

언론 동향

한·미 FTA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한·미 FTA 주요 동향
❍ [한·미 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13일에 끝나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

※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7.13일에 마쳤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8.21.) 주요 언급 내용>
◈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8.13일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
◈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국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
◈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료: “김현종 한미FTA 개정 협상 9월 서명 예정”(KBS, 2018.8.21.),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MBC, 2018.8.21.), “한미FTA 개정 협상안 내달 서명
예정”(서울경제, 2018.8.21.),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종합)”
(연합뉴스, 2018.8.21.), “김현종 美 자동차관세 면제된다는 보장 없다..예외되도록
최선”(파이낸셜뉴스, 2018.8.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 232조 면제
위해 최선”(헤럴드경제,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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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7년 출생 통계 (확정)
자료 : 통계청(2018.8.22.)

개요
❍ [통계청, 「2017년 출생 통계※」 발표, 8.22]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출생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2017년에 발생한 출생 사건에 대해 2018년 4월까지(16개월)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 분석한 결과임.

주요 내용
❍ [출생아 수] 35만 7천 8백 명, 전년 대비 11.9%↓
❍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7.0명, 전년 대비 0.9명↓
❍ [합계출산율※] 1.05명, 전년 대비 0.12명↓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32.6세, 전년 대비 0.2세↑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30대 초반 97.7명 ＞ 20대 후반 47.9명 ＞ 30대 후반 47.2명 순
❍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 29.4%, 전년 대비 3.0%p↑
❍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 65.8%, 전년 대비 2.3%p↓
❍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 3.9%, 20년 전인 1997년 대비 2.8배↑
❍ [다태아(쌍태아 이상) 구성비] 30대 후반(35-39세)이 5.7%로 가장 높아
❍ [시도 간 합계출산율 격차] 최대 0.83명(세종 제외하면 최대 0.49명),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서울(33.33세)이 가장 높고, 충남(31.80세)이 가장 낮아
❍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전남 해남군(2.10명)과 강원 인제군(1.83명)이 높고, 서울 종로구(0.65명)와
서울 관악구(0.66명) 순으로 낮아
❍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인 2.1명)을
넘는 지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229개 시군구 중 전남 해남군이 유일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서울 서초구(33.9세)가 가장 높고, 강원 화천군(30.7세)이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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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7❙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2011-2017❙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 1997-2017❙

❙모(母)의연령별출생아구성비, 1997, 2007, 2017❙ ❙첫째아출산시결혼생활기간구성비, 2007, 2017❙

❙다태아 출생아 수 및 구성비 추이, 1997-2017❙

❙모(母)의 연령별 다태아 구성비, 20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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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합계출산율, 2017❙

❙시도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7❙

❙시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2017❙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위 10순위,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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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 : 기획재정부·통계청(2018.8.23.)

개요
❍ [통계청,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발표, 8.23.] 2018년부터 ① 조사항목의 전국
단위 대표성 확보, ② 모집단 변화의 반영(2010년 기준 → 2015년 기준), ③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 개편※

※ (2017) 약 5,500가구 → (2018) 약 8,000가구

주요 내용
❍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3만 1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2% 증가(실질기준
2.7% 증가)
-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도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금액
구분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2017.2/4

2018.1/4

2018.2/4

4,346.5
4,226.6
2,877.8
891.5
17.3
440.0
119.9
3,537.5

4,763.0
4,721.4
3,204.7
904.8
22.3
589.6
41.5
3,767.4

4,530.5
4,492.9
3,031.4
925.0
23.3
513.2
37.6
3,588.4

※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구성비
100.0
99.2
66.9
20.4
0.5
11.3
0.8
-

2017.2/4

2018.1/4

2018.2/4

0.9
1.1
0.5
4.1
12.9
-1.6
-4.0
0.5

3.7
7.5
6.1
5.7
3.4
19.2
-79.2
0.3

4.2
6.3
5.3
3.8
34.4
16.6
-68.6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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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분위는 132만 5천 원, 5분위는 913만 5천 원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 전년 동분기 대비)❙
2018.2/4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3.07명
2.41명
2.91명
3.18명
52.8세
62.5세
52.8세
49.1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530.5
4.2 1,324.9 -7.6 2,800.2 -2.1 3,942.3 -0.1
경상소득
4,492.9
6.3 1,321.2 -3.7 2,789.7 -0.5 3,922.8 1.7
근로소득
3,031.4
5.3 518.0 -15.9 1,654.4 -2.7 2,589.3 0.7
사업소득
925.0
3.8 194.1 -21.0 580.6 -4.9 805.2 -7.0
재산소득
23.3 34.4
14.5 32.3
14.0 -11.4
16.9 34.3
이전소득
513.2 16.6 594.7 19.0 540.7 13.2 511.4 25.6
비경상소득
37.6 -68.6
3.7 -94.1
10.5 -81.5
19.4 -78.6
비소비지출
942.1 16.5 261.7 1.1 517.4 3.3 789.4 11.4
처분가능소득 3,588.4
1.4 1,063.2 -9.6 2,282.8 -3.3 3,152.8 -2.7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4분위
3.41명
49.4세
금액 증감률
5,444.2 4.9
5,422.3 6.7
3,776.9 4.0
1,179.5 15.7
25.7 72.4
440.2 6.7
21.9 -80.6
1,094.0 19.5
4,350.2 1.7

5분위
3.46명
50.1세
금액 증감률
9,134.9 10.3
9,002.4 12.4
6,613.6 12.9
1,864.4 8.8
45.3 40.0
479.1 18.8
132.5 -52.1
2,046.8 23.3
7,088.0 7.0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 [2018년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1분위는 85만 원,
5분위는 444만 3천 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구분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전체
금액 증감률
2,341.2 6.3
1,788.5 6.3
542.5 5.6
12.2 40.0
159.4 17.6
108.2 16.5
269.8 17.2

2018.2/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49.6 -0.4 1,567.5 1.4 2,090.9 4.0 2,753.2 7.3
445.8 -4.5 1,116.3 -1.6 1,617.0 2.1 2,124.4 2.4
187.7 -14.6 368.3 -1.0 436.5 7.9 649.1 22.8
6.1 23.5
6.7 127.0
6.1 -30.2
10.9 55.6
183.7 14.4 133.3 14.9 147.6 11.7 154.5 18.2
97.0 31.7
92.8 44.4 105.4 38.4 120.9 22.1
71.7 -2.5 149.9 3.5 221.8 13.8 306.6 12.3

5분위
금액 증감률
4,443.3 10.2
3,637.8 15.6
1,070.7 2.7
30.9 57.1
178.0 28.6
125.1 -17.3
599.1 28.9

주: 1)・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Wave6 기준)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3)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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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94만 2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5% 증가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금액
구분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이전

증감률

2017.2/4

2018.1/4

2018.2/4

809.0
126.3
13.1
132.1
136.1
81.4
205.6
114.5

995.5
202.8
15.3
140.2
147.2
95.6
283.1
111.3

942.1
156.3
6.2
145.4
155.9
103.0
257.8
117.7

구성비
100.0
16.6
0.7
15.4
16.5
10.9
27.4
12.5

2017.2/4

2018.1/4

2018.2/4

2.7
1.0
-19.1
1.1
-1.9
-1.8
7.8
10.5

19.2
35.3
-21.1
10.5
7.9
23.1
25.5
11.9

16.5
23.7
-52.7
10.0
14.6
26.5
25.4
2.8

소득분배 악화(5분위 배율 상승) 원인
❍ 고령화, 업황부진 등에 따라 1분위 가구 무직자 증가
- (고령화) 1분위 내 취업비중이 낮고(은퇴), 임금수준이 낮은 고령층(70세 이상) 가구가 크게 증가※

※ 고용률(%, 2017년): (전체) 60.8 (65세↑) 30.6 / 임금(만 원, 2017년): (전체) 290 (60세↑) 207
※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 2017.2/4 → 2018.2/4): (전체) 11.1 → 12.4 / (1분위) 35.5 →
41.2(+5.7%p)

- (고용부진) 中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 등으로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
일용직 고용 축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 도소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017.2/4) △2.5 (3/4) △6.8 (4/4) △9.3 (2018.1/4) △16.9 (2/4) △18.0

-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영향

※ 건설 일용직(만 명, 전년 대비): (2018.1/4) 1.0 (4) △1.3 (5) △4.8 (6) △4.1

❍ 반면, 5분위는 임금상승폭 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

※ 평균임금 상승률(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2017.4～5) 3.8 (2018.4～5) 4.4
※ 상용직 취업자(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017) 38.2 (2018.1/4) 40.9 (2/4) 33.5

❍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차이도 소득분위별 가계소득에 영향※

※ 가구원수(명): (1분위) 2.41 (2분위) 2.91 (3분위) 3.18 (4분위) 3.41 (5분위) 3.46
◈ 금년 중 기초연금 증액(9월, 21 → 25만 원), 아동수당 신설(9월, 10만 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
⇒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제고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7.18.),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8.22.)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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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월(상반기)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8.23.)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1~6월(상반기)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발표, 8.23.]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1~6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이며,
다만 연간 통계 확정 시(2019.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2018년 상반기 수출 주요 특징 및 평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미래 수출 먹거리 창출 중>
① 유망 신산업 수출증가율 23.9%로 총 수출증가율(6.3%)을 3배 이상 상회
② 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품목(전기차·OLED·SSD 등) 수출 비중 확대
③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석유화학 수출 13.2% 증가(250억 달러)
④ 대규모 정제설비 인프라를 토대로 석유제품 수출 34.3% 증가(220억 달러)
⑤ 新시장(전기차 등) 확대에 따라 축전지(22.9%)·고성능섬유(39.2%) 성장세 완연

❍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2018.상 +23.9%, 390.1억 달러)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진전

※ 유망 신산업 수출액 추이(억 달러): (2016) 554.2 → (2017) 736.0 → (2018.上) 390.1
<「유망 신산업」 개요>
◈ ｢신산업 민관협의회｣ 선정(2016.12월) 12대 신산업 중 HS코드 신설·지정을 통해 수출실적 집계
가능한 9개 산업에서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발표하는 ‘유망 소비재’ 제외
◈ ① 전기차, ② 로봇, ③ 바이오헬스, ④ 항공우주, ⑤ 에너지신산업(태양광·전기차/ESS용 축전지·
스마트미터), ⑥ 첨단 신소재, ⑦ 차세대 디스플레이, ⑧ 차세대 반도체
※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신산업 특성상 현재 HS코드가 미부여 되었거나, 범용성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산업 실태조사상의 수출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망 신산업 수출의 증가율※은 총수출 증가율(2018.상 +6.3%)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고속
성장 중이며 수출비중도 점진적 확대※※ 추세

※ 유망 신산업 수출증감률(%): (2016) 6.1 → (2017) 32.8 → (2018.상) 23.9
※※ 유망 신산업 수출비중(%): (2016) 11.2 → (2017) 12.8 → (2018.상) 13.1

- (품목별) 총 8개 품목 중 전기차·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에너지신산업※ 등 7개 품목(항공
우주 제외) 수출이 증가하여 대다수 품목 선전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전기차) 95.1, (바이오헬스) 28.7, (첨단신소재) 26.7, (에너지신산업)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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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0대 주요지역 중 미국·중동을 제외한 8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8개 지역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하여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아세안) 28.4, (EU) 45.0, (인도) 72.1, (중국) 14.1
❙2018년 상반기 「유망 신산업」 수출 실적(통관기준)(단위: 억 달러, %)❙
구 분
수출액
증감률
비 중

1Q
151.3
(20.6)
11.5

2Q
163.4
(19.4)
11.1

2017년
3Q
199.9
(29.2)
13.2

4Q
221.4
(37.8)
15.4

연간
736.0
(27.4)
12.8

1Q
204.2
(35.0)
14.1

※ 2017년 증감률 계산 시 태양광 수출실적은 미포함(2017년 태양광 코드 전면 신설)

2018년
2Q
185.8
(13.7)
12.3

상반기
390.1
(23.9)
13.1

❍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에 대한 수출이 확대※ 추세(2018.상
+2.8%)로 시장 다변화도 개선

※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억 달러): (2016) 144.7 → (2017) 172.0 → (2018.상) 86.9

- 특히, 유망 신산업 수출의 경우, 아세안·인도·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의 주요지역
수출이 크게 성장(2018.상 +26.3%)하고 수출비중도 증가※(2017: 28.4 → 2018.상: 28.5%) 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 가속

※ 유망 신산업 주요지역 수출증감률(%): (아세안) 28.4, (인도) 72.1, (CIS) 15.7
※ 유망 신산업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비중(%): (2017) 28.4 → (2018.상) 28.5
❍ 상세 품목별(MTI 3단위 기준)로는 반도체·화장품(비누·치약 포함)·컴퓨터·석유제품·
정밀화학원료가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으로 집계(10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 세부품목 수출실적(2018.상, 억 달러 전년 대비(%)): (반도체) 612.7(42,9), (화장품) 32.1(39.8),
(컴퓨터) 56.7(38.4), (석유제품) 220.1(34.3), (정밀화학원료) 40.6(34.3)

- 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 품목(전기차·OLED·SSD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로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화도 확대, 특히 전기차/자동차 수출비중은 7년 연속, OLED/DP는 4년
연속 증가 중

※ 수출비중 변화(2017 → 2018.상, %): (전기차/자동차) 2.2 → 3.3, (OLED/디스플레이) 33.7
→ 35.3, (SSD/컴퓨터) 60.2 → 61.5
주요 증가 품목 심층 분석
❍ [석유화학]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2017: 23.6%, 2018.상: 13.2%) 및 7분기 연속 증가(7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로 성장세 재진입(2018.상 비중 8.4%, 3위 품목)

- 49 -

⎗ 통계·조사

- (성장 과정) 1960년대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1962년~) 일환으로 기초원료 자급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003년 최초 100억 달러(119.2억 달러) 수출 돌파,
선제적 사업재편, 고부가·고기능 소재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공고화로 세계 생산
4위※※(에틸렌 기준)·수출 4위 강국으로 부상

※ 1970년대「석유화학공업 육성법」제정, 여수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 등
※※ 석유화학 주요 생산국(에틸렌 기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사우디, (4위) 한국
- (산업 특성) ① 설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 및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② 자동차·전자·섬유 등 각종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기초소재 등)를 공급하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광범위한 기간산업
- (최근 수출 증가요인) 유가 및 수출 단가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신증설
설비 가동으로 인한 생산물량 확대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7분기 연속 증가)

※ 2018년 에틸렌 수급전망(공급/수요, 백만 톤): 아시아 0.95(=57.7/61), 글로벌 0.99(=157/158)
※ 2분기별 수출 증감률(%): (2016.4Q) 9.3, (2017.1Q) 38.0, (2Q) 17.8, (3Q) 24.3, (4Q) 15.8,
(2018.1Q) 8.1, (2Q) 18.6
- (주요품목) 합성수지(2018.상 비중 47.1%), 합섬원료(4.6%), 합성고무(6.2%)※ 등

※ 품목별 수출 증감률(2018.상, %): (합성수지) 18.2, (합섬원료) 8.3, (합성고무) △4.9

- (주요 수출지역) 중국(2018.상 비중 42.4%), 아세안(11.6%), EU(9.0%)※등

※ 지역별 수출 증감률(2018.상, %): (중국) 6.5, (아세안) 8.1, (EU) 21.7

❍ [석유제품] 2012년 역대 최대 실적(561.0억 달러) 기록 후 수출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작년부터
반등하여 2년 연속 30% 이상 성장(2017: 32.4%, 2018.상: 34.3) 및 4위 수출 품목(2018.상 비중
7.4%)으로 도약(2017: 6위 → 2018.상: 4)
- (성장 과정)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국내 정유 산업이 시작된 이후
1964년 정유공장 최초 가동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속 투자로 설비규모 80배 이상 확대
(1964년 3.5만b/d → 2017년 310), 1980년대부터 임가공 및 국제 벙커링을 통하여 수출을 개시한
이후 2004년 최초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 현재 세계 6위 정제설비※(세계 최대 단일시설
규모)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 2017년 정제설비 규모(만b/d, BP): (1위) 미국 1,856 (2위) 중국 1,451 (5위) 일본 334 (6위)
한국 325
※ 단위 공정 당 정제능력 상위 5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3개 포함(O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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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특성) 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 장치산업, ② 산업(화학제품 원료 등)·수송·
가정용 등 수요기반이 광범위한 산업※

※ 석유는 전 세계 에너지원 중 사용비중이 가장 크고 2040년에도 추세 지속(에너지원 비중
2017: 33% → 2040: 30 수준) 전망(Energy Outlook)
- (최근 수출 증가요인) 고품질·친환경 등 제품 경쟁력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 유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30% 이상 성장

※ 글로벌 석유수요 추이(백만b/d, IEA): (2015) 95.1, (2016) 96.2, (2017) 97.7, (2018e) 99.1
※※ 국제유가 추이($/b): (2017.1Q) 53.1, (2017.2Q) 49.8, (2018.1Q) 63.8, (2018.2Qe) 72.1
- (주요품목) 경유(2018.상 비중 35.7%), 항공유(21.6%), 휘발유(16.1%)※ 등

※ 세부품목 수출증감률(2018.상, %): (경유) 39.7, (항공유) 29.7, (휘발유) 28.0

- (주요 수출지역) 아세안(2018.상 비중 27.0%), 중국(21.4%), 일본(10.6%)※ 등

※ 지역별 수출 증감률(2018.상, %): (아세안) 35.1, (중국) 63.0, (일본) 64.3

❍ [전기차/ESS 등 축전지: 리튬이온전지] 유망 신산업 품목인 에너지신산업(태양광·축전지·
스마트미터)의 세부품목 중 하나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2016: 17.9%, 2017: 51.1, 2018.상:
22.9), 상승세 지속 시 금년도 역대 최대실적(최초 40억 달러) 달성 가능성(2018.상 20.5억 달러)
- (성장 과정) 기존 소형(IT기기·전동공구 등)에서 중대형(전기차·ESS 등) 중심의 수요 증가 및
관련 시장 급성장 흐름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
2012년 최초 20억 달러(25.2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 기록 후 2017년 51.1% 증가하여 최초
30억 달러(35.2억 달러) 및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시장 성장 전망(억 달러, B3): (2017) 83 → (2025) 586
※ ESS용 리튬이온전지 시장 성장 전망(억 달러, B3): (2017) 15 → (2025) 33
- (산업 특성) 전·후방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후방산업의 기술개발을 토대로 전방산업의
신규시장 선점 등 연쇄 효과가 크고, 기존 IT기기 소형 전지에서 전기차·에너지저장시스템
(ESS) 등 중대형 전지 신규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규모 지속 확대 전망
- (최근 수출 증가요인) 주요 완성차 업체 전기차용 납품 증가※(특히, EU·미국 등에서 선전)
및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 시장 활성화※※에 따라 수출 호조(2018.상 20.5억 달러)

※ 세계 신규 전기차 판매량(천 대 전년 대비, %): (2016) 744(37.6) → (2017) 1,149(54.3)
※※ 세계 ESS 설치량(MWh 전년 대비, %): (2016) 1,215(80.7) → (2017) 2,195(111.9)
- (주요 수출지역) EU(2018.상 비중 42.2%), 미국(16.7%), 중국(16.3%)※ 등

※ 지역별 수출증감률(2018.상, %): (EU) 32.2, (미국) 22.8, (중국)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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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섬유] 유망 신산업 품목인 첨단신소재(고성능섬유·고부가합성수지) 세부품목 중 하나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2017: 16.4%, 2018.상: 39.2%)에 따라 2017년 역대 최대 실적(2.5억 달러)
달성에 이어 현 추세 유지 시 금년 최대 실적 경신 전망(2018.상 1.6억 달러)
- (성장 과정) 19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력산업에 편입된 이후,
1990년대 세계 3위 수출 국가※로 급성장, 섬유는 2000년도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187.8억
달러) 달성 이래 매년 안정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 중이며, 최근 생산기반 해외
이전 등에 대응하여 고성능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FTA 활용 노력 중

※ 현재는 세계 9위(2015년 기준) 수준으로 주요 수출국 지위 유지 중

- (산업 특성) 섬유 산업은 제조업 중 기업 비중 11.5%, 일자리 비중 7.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특히 탄소섬유·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는 자동차·토목건축·항공 등 타(他) 산업의 주요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

※ 2016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수 48천 개(제조업 전체의 11.5%), 종사자수 306천 명(7.4%)
※※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내열 내충격성으로 자동차 토목건축 등 경량재 내열재에 활용
※※ (아라미드) 강력 내열성으로 보호용 장비(장갑 헬멧 등) 및 소방 방호복 등에 활용
- (최근 수출 증가요인) 미국 등 주요시장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호조,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차세대(경량화 등) 자동차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풍력 등) 시장 확대(탄소섬유·프리프레그),
안전·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고성능 보호복 등 수요 창출(아라미드)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
- (주요품목) 탄소섬유(2018.상 비중 43.6%), 아라미드(43.4%), 프리프레그(13.0%)※ 등

※ 세부품목 수출증감률(2018.상, %): (탄소섬유) 64.2, (아라미드) 28.9, (프리프레그) 11.7

- (주요 수출지역) 중국(2018.상 수출 비중 20.9%), 미국(20.6%), 일본(18.3%)※

※ 지역별 수출증감률(2018.상, %): (중국) 16.5, (미국) 25.2, (일본) 133.1

향후 계획
❍ ① 「실물경제 대응반」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② 신남방·신북방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강화, ③ 피해 우려기업 대상 긴급 무역금융 지원 등을 통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
❍ 소재·유망 신산업 등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수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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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