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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핀테크) 개최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 유엔제재 면제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포스트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2019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2018년도 AI·구제역 가상방역 훈련 평가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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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11.28.)

추진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2018.5월)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
-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
→ 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 → 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後 산림 원상복구
-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시행)

※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
-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2011.8월)

※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 부여
향후 계획
❍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 중
-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농지법 개정)
- 준공 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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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RPS 고시 개정)하고,
-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 현황❙
과제

추진 현황

•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 RPS 고시 개정(2018.6월)

• 자연환경 훼손 방지

•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개정(환경부, 2018.8월)
• 20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기준에 반영
(2018.11.8.)
• 산지법 시행령 개정(2018.11.28.)

•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참여기업에게 감점 부여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계획입지제도 도입
•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제한

완료일정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태양광 및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2019.1/4분기
대책 마련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입법발의)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2019년
•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전정보 제공

•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 연구용역 추진(20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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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기획재정부(2018.11.27.)

개요
❍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7.] 정부는 국가계약을 통하여 혁신
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27일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기대 효과)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혁신성장 지원>
1.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및 우수 R&D 수의계약 범위 확대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
제도를 도입

- 이 방식에 따르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가 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허용
2.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창업·벤처기업,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제한경쟁 등 도입

• 현재 2.1 억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
함에 따라,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억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
•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
-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
3.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 원 이상 기본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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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
1.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하도록 개선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공조달 강화>
1.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 발주기관이 과소하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품셈·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 적용요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
- 아울러, 입찰(계약)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계약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
사유를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 바,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검토절차 마련

•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7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이 조정결과에 이의제기 시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기사유 등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소송발생 시 소송사실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업부담 완화/중소기업 지원>
1.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2017.12월에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것에 추가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를 도입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 현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있는바,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
❍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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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11.27.)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Blockchain Grand Week)’ 개최※※, 11.27.]
‘블록체인을 열어라!(OPEN※※※ Blockchain!)’를 주제로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
시키기 위해,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11.26일부터 11.30일까지 개최

※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추진과제인 ‘대국민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전문기업, 대학연구기관,
협단체 등과 함께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Opportunity, Play, Experience, Network의 머리글자를 따 ‘OPEN’으로 명명

- (주요 내용) 컨퍼런스, 그랜드챌린지, 전시회, 채용상담회 등 총 9개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며,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한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블록체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

주요 내용
❍ [1.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식, 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강연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 [2. 블록체인 그랜드 컨퍼런스, 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국내 블록체인 전문
기업의 플랫폼 소개 및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기여방안 등을
발표하며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논의
❍ [3.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 11.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블록체인을 활용한 청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창출하기 위해 개최된 그랜드 챌린지
에서는 1·2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아이디어 공모’·‘해커톤’ 참가자들의
발표·시상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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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시회 및 채용상담회, 11.26.~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로비) △전시회…6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블록체인 기반 시민증·인증·스마트홈 서비스 등
전문기업의 블록체인 제품 소개 및 시연·체험 기회를 제공, △채용 상담회…블록체인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로코,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등 총 10개의
전문기업에서 개발 및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상담을 진행

※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인증,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개인통관, 해운물류 등

❍ [5. 블록체인 대학 ITRC 세미나, 11.28.~30., 서강대, 포항공대, 중앙대] 블록체인 분야 대학
ICT연구센터(ITRC)로 선정된 3개 대학별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동향 소개(서강대), 블록체인과
기존 산업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연구 동향 논의(포항공대), 청년대상 블록체인 실습 교육
(중앙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 주요전시 내용❙
구분

참여기업

전시 내용

매트릭스투비
(관세청 협업)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으로 상호 공유하여 전체 통관기간을 반나절 이상 단축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
통관’ 시범서비스 소개 및 전시

웨이버스
(국토교통부 협업)
공공
시범사업

엔디에스
(농식품부 협업)
핸디소프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업)
에스지에이 솔루션즈
(외교부 협업)
케이엘넷
(해양수산부 협업)
블로코

아이콘루프
전문기업

코인플러그
Hdac Technology
KT
마이크로 소프트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 소개 및 전시
축사 모형과 쇠고기 모형, 판매장에 진열된 쇠고기 모형 전시 및 각 단계별 스마트폰
으로 블루투스 귀표 및 바코드를 인식하여 소 개체의 사육이력 및 유통이력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시범서비스 전시 및 시연
블록체인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시범서비스 전시 및 체험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인증서 발급 사실 확인 시스템’을 소개
하고 이를 적용한 ‘재외국민 금융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 전시 및 체험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수령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 상영 및
블록 생성과 트랜잭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시 및 체험
대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에 제공한 블로코 자체 플랫폼인 ‘코인스택(COINSTACK)’
소개와 핵심파트너로 기술지원 중인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AERGO)’
전시 및 소개
아이콘루프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인 ‘루프체인(loopchain)’에 기반한 글로벌
프로젝트 ‘아이콘(ICON)’ 소개 및 실생활 적용 가능한 3가지 데모서비스(시민증,
투표, 결제) 전시 및 체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세계 1위 기술력 기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인증서 ‘메타패스’ 전시 및 체험
자체 개발 플랫폼 ‘Hdac’ 기반 분산앱(Dapp) 사업, 스마트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솔루션 전시 및 소개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시스템과 모바일통지 시스템 전시 및 시연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제품군을 활용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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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부-OECD 공동포럼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11.23.)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OECD·한국무역협회, 「2018 산업부-OECD 공동포럼※」 개최※※, 11.23.]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siness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2018 산업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은 2017.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면담
계기,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올해 서울에서 제1회 공동포럼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OECD 사무차장, 산업연구원장, KDI 선임연구위원,
주한외교공관, 국내외투 기업, 학계 등 500여 명

- (주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 활용방안과 도전과제 및 디지털 통상에 대한 주제를 논의

주요 내용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환영사>
❍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 추구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의 논의를 좀 더 심화하여 한국 산업·통상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을 희망
한다고 언급
- 우선, 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의 도전과제도 있다는 점을 언급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사람 측면에서는 재교육·전직지원, 산업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규제혁신노력, 통상 측면에서는 새로운 통상협의체 출범을 통한
신규범·규제조화·비즈니스모델 논의 노력을 소개
-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가진 역량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계기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 경주하고 있는 줄거리(내러티브)를 좀 더
진전시켰으면 한다는 바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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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
❍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자인 틀라라 크리스쿠올로(Chiara Criscuolo)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
기술산업(OECD STI) 부서장은, 신기술이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회 제공,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회사규모에 따른 디지털화 격차, 디지털
집중화 심화의 도전과제가 있음을 지적
-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이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을 강조하며,
디지털기술 도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 시장 인센티브 강화,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위험리스크 파이낸싱을 제안
❍ 이준 산업연구원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범용기술로 지능정보기술을 지목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소재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
-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역량보유에 달려있으며,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혁신 주도형 경제·산업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
<2세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측 발표자인 자비에 로페즈-곤잘레스(Javier Lopez-Gonzalez) 경제
협력개발기구 무역정책분석관은 ‘디지털 시대의 무역’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화가 복잡화된 제조업·디지털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특히 중요하며, 무역협정
당사자들이 더 큰 효용을 얻게 해 준다는 것을 밝혀
- 따라서, 디지털혁신을 무역에 대해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 개방성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접근, ② 상품, 서비스 및 디지털 연결성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
③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를 제시
❍ 리카르도 멜렌데즈 오티츠(Ricardo Meléndez-Ortiz)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
(ICTSD)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무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와해성(disruptive) 기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기술이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적용되며 복합적인 영향을 발휘해 차세대 국제무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포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기술 진전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고려 및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비즈니스 현실변화에 대한 적합한 규제를 위해 공공-민간
협조 및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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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핀테크)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11.28./11.29.)

개요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 개최, 11.28.] 기획재정부는 11.28일부터 약 3주
동안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

※ ① 공유경제(11.28.), ② 핀테크(11.28.), ③ 규제샌드박스법(12.5.) ④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12.6.), ⑤ 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 혁신성장 향후추진방향(Wrap-up 세션,
12.12.),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8.11.26., Vol 47) 정책동향 참고

공유경제
❍ 첫 세션으로 교통ㆍ숙박 등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규제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
<공유경제 관련 혁신성장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018.11.28일(水) / 서울 코엑스 R209
◈ (주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설계 방안
◈ (주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제)
◈ 주요 참석자

- (정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 (기업) 이상현(에어비앤비 대표), 정경재(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태희(벅시 대표), 박재욱(VCNC
대표), 한상우(위즈돔 대표), 이재호(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 (전문가) 황순주(KDI 부연구위원), 양희동(이화여대 교수), 전병유(한신대 교수), 조윤정(KDI 국제
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ㆍ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

※ 거래량 연동 규제: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와 ‘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
❍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업종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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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승차·공유숙박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마련(위생·안전·과세 등)이 시급
하다고 건의, 아울러, 개인의 유휴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
- 양희동 교수(이화여대)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 분야인 만큼,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
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 전병유 교수(한신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정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
-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하여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 업계와 공유경제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핀테크
❍ 두 번째 세션으로 크라우드 펀딩·P2P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핀테크 관련 혁신성장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018.11.28일(水) / 서울 코엑스 R209
◈ (주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 (주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발제)
◈ 주요 참석자
- (정부) 기획재정부 선도사업 2팀 과장, 금융위원회 사무관

- (기업) 장정은(와디즈 변호사), 정종문(예탁결제원 중소성장기업지원부장), 김성준(랜딧 대표)
- (전문가) 천창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한국외대 교수), 황순주(KDI 부연구위원),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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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담당한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박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제 틀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 자본시장 등에서 활발한 금융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P2P대출 분야
에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 및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
❍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며, 新 업종에 대한 명확한 역할 확립과 함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
- 황순주 박사(KDI)는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하여 규제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 안수현 박사(한국외대)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
❍ 랜딧(김성준 대표), 와디즈(장정은 변호사) 등 민간 업계에서도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업의특성 상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
- 현재 중개·여신의 융합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법제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가 필요한 한편, “플랫폼을 통한 투자 여부 결정”이
핵심인 P2P에 대해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하여 P2P업체에 대한 내부통제 및 투자자 간접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혁신성장 자금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투자한도 등 양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자-기업 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질적인 규제가 더
시급함을 지적
❍ [정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
-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 것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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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8.11.30.)

❍ [행정안전부, ‘2018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1.2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꾸는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경연하는 장 마련

※ 올해로 3회 차를 맞은 이 대회는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선도 사례 발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

- (추진 방침) 행정·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사례 중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시상
- (추진 내용) 12개 팀 발표(행정6, 공공6), 평가(전문가70+청중평가단30)·시상
- (주요 내용) 사회적 가치(서울디지털재단: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일자리 매칭 등), 환경 보호(한국남부발전: 황산화물 배출 저감,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냄새물질 예측 등), 국민 안전(이천시: CCTV 취약지역 도출, 부천시: 감염병 발생
예측 등)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가 발표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결과❙
기관명

사례명

주요 내용

시상

□ 행정기관 부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적조발생 및 이동·확산
예측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IoT 기반 전주세계소리축제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부천시

감염병 발생 위험도 예측
분석

경기도 오산시

빅데이터기반 생태하천
명소화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안전한 도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CCTV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교통유발부담금,
진출입 계속도로점용료)

국내·외 해양위성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적조
우수상
발생 환경변수 요인 추출, 분석, AI 시스템 구축을 (한국정보화진
통해 적조생물 출현 및 확산 예측
흥원장상)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람객,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등 분석을 통한 주 타겟층 대상 매체홍보
전략 수립
장려상
지역 특성 분석 및 감염병 발생시기별 위험도
(한국빅데이터
예측으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학회장상)
생태하천 방문자의 밀도와 정체 등을 모의실험
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명소화 사업 모델 제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CCTV 취약지역 도출을 통해 CCTV 사각지대
우선 설치 및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대상
공간정보데이터를 이용하여 누락된 세원 발굴
(행정안전부장
및 상시 세원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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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사례명

주요 내용

서울디지털재단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선 및 차량 운영효율화
정책 개발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수요·공급 빅데이터 분석 실시, 차량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도출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과제 현황 분석 및 키워드 클러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유망한 기술을
기술로드맵 구축으로
발굴하여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
구축으로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 촉진

시상

□ 공공기관 부문

유연탄 성분 사전 예측 지표 개발, 황산화물
대상
배출 저감 요인 분석 및 배출량 사전 예측 지표 (행정안전부장
개발 등 황산화물 배출 농도 최소화
관상)

한국남부발전

황산화물 배출 농도 저감을
위한 유연탄 빅데이터 분석

한국도로공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고속도로 재난 대응에 대해 빅데이터, IoT, 음성
장려상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식, 사고감지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 (한국빅데이터
국민안전 강화
관리 단계별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학회장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 Matching up으로
청년해외진출 서비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머신러닝기반 정수장원수
냄새물질 예측을 통한
수돗물 품질 향상

해외진출 희망 청년 대상 구직활동과 희망국가,
직종 등 분석을 통해 Best 20 해외취업정보를
일대일 Matching하여 SMS, e-Mail, 모바일로
맞춤 서비스 제공
기관 내 축적 데이터와 머신러닝기법을 활용,
우수상
정수장에 유입되는 대청호 원수의 일주일 후
(한국정보화진
냄새물질 농도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흥원장상)
수돗물 품질향상 도모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2018.11.28.)

개요
❍ [보건복지부,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11.23.]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

※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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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
-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
운영※

※ 돌봄 인력: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 (서비스관리자;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교육관리 등

-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
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점검 실시
❍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
-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
-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
❍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
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

※ 연락처: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
❍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
-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
할 예정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2017년 지원실적: 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18만 명 지원(약 59억 원)
-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하여 전국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 간
(2018.11월~2019.3월) 월 32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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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자료 :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2018.11.30.)

개요
❍ [제14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 11.14.~29., 이집트] 이번 총회의 주제는 ‘인류와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에 투자’로 인프라, 에너지,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 이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샤름엘셰이크’ 선언문을 채택
- (의미) ‘아이치타겟※’에 이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가 제시되기 전 마지막
총회이자,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1993.12월)된 지 2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총회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0, 일본 나오야)에서 채택된 전 세계적 규모의
‘생물다양성 목표’로서 국가계획 수립, 외래종 관리, 생태계복원 , 보호지역 확대 등
20가지 목표로 구성됨.
주요 내용
❍ 11.14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샤름엘셰이크
선언문’을 채택
- (‘샤름엘세이크 선언문’)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생물다양성의 가치 반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여성, 청년, 지자체, 학계,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11.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및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의 당사국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진행
❍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당사국들은 디지털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평가 및 관리, 포스트-2020 등 다양한 논의주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관련하여 새로운 현대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대한 당사국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유전자변형어류 및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 기술을 이용한 산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표준기술서 개발에 합의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인류와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투자
샤름 엘 셰이크 선언문(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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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름엘셰이크 선언문>
우리, 장관 및 각 정부 대표는 유엔생물다양성총회 개최를 앞두고 2018년 11월 14-15일 이집트 샤름엘
셰이크에 모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생물다양성 주류화
2016년 12월 3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칸쿤 선언문 ‘인류 안녕(well-being)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주류화’를 상기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며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등 핵심 경제 분야 포함한 인류의 보건 및 웰빙,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함을
인정하고,
향후 수십 년간 진행될 인구 수 증가,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급속한 도시화는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관련 자원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인류
웰빙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에너지와 광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가공업 등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아이치타겟, ‘2050 비전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기타 국제조약의 목표 달성에 핵심임을 인지하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와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의 균형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 하는 체계가 만들어짐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 주류화에는 토착민, 지역주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기업, 금융권, 기타 이해
관계자의 유의한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단합 지향 및 통합접근법 개발, 목표, 활동, 자원 관련 분야 내 및 분야 간 일관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 및 과학·전통 지식의 역할을 인지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정부 및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규제적 체계를 형성하여 국가적 수요와 상황에 맞추고, 국제적 의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연 및 인류의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법의 도입을 아래의 행동을 통해 시행한다.
(a)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가치가 관련 입법·정책 체계, 개발·재정계획,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에서 반영
되도록 하며 기업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도 및 영향력을 측정하여 의사결정과정 참고정보로 제공
하도록 권장한다.
(b) 시기적절한 전략적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협약 내에서 채택된 지침서를
활용하며, 핵심 경제 영역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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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름엘셰이크 선언문>
(c) 통합공간계획 등 계획 도구를 활용, 심화 개발하여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모든 방안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최소화한다.
(d)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 및 기타 장려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거나 개정하고 핵심 경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책을 마련한다.
(e)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기관 간에 대화의 장 확대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며, 도시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계획, 관리, 결정과정, 개발에
있어 건강한 도시를 위한 원칙을 주류화 한다.
(f) CEPA 도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심화 개발하여 각층 및
모든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의사결정의 변화를 촉구한다.
(g)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및 지역적, 국가적 개발 아젠다에 맞춰 생물다양성과 보건 간의 연결성을
국가 보건 정책,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책, 계획, 전략 등에서 주류화 한다.
(h)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감소 및 적응, 자연재해 위험 감소,
토지황폐화 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생태계 근간 접근법 개발 및 적용을 강화한다.
(i) 핵심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를 방지/최소화하기 위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한다.
(j) 핵심 분야에 기여하는 생명공학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감소시킨다.
(k) 관련 다자간 환경 협정 간의 시너지를 마련/강화한다.
개발업체, 기업,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위의 행동을 이행 및 지원하도록 고무하고, 적절할 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결정 및 투자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보호 장치를 사용하도록 고무
한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및 향후 활동
제14차 총회에서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15차 총회에서 검토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다음을 이행 한다:
(a)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이행 및 당사국총회,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 결정문 이행
및 적절할 시 국제적·국내적 재정동원 등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30 지속가능한 아젠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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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름엘셰이크 선언문>
(b) 기존 아이치타겟 및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며,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아젠다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2050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에 필요한 혁신적 변화 촉진을
위한 큰 목적 및 현실성을 갖추며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고;
(c) 제15차 총회 전까지 2050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을 위한 당사국 및 기타 이해관계단체의 자발적 생물
다양성 기여를 장려하고;
(d) 토착민 및 지역주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아젠다 이행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유엔 기구,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및 유엔 생물다양성 10개년 이행을 위한 기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유엔 총회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상회담을 제15차 총회(2020년) 전에 개최하도록 요청하여,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아젠다에 기여하는 post-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고위급의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여 전 세계가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길목을 마련한다.
<주요 용어정리>
◈ (POST-2020)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줄임말로, 아이치타겟 종료(2020) 이후, 제
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2020, 베이징)에서 새롭게 채택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및 전략계획
◈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모든 정책결정 과정 및 사적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
◈ (디지털서열정보; Digial Sequenc Information) 유전자원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기 위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용어, 과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없어 현재 생물
다양성협약에서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나고야의정서 제30조에 따라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설립한
위원회로, 의정서의 의무준수 이행 지원 및 자문 역할
◈ (합성생물학) 유전자를 합성하여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 내거나,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해 기존 생물을 재
설계하는 학문

2018 한일중 3국 협력 세미나 개최
자료 : 외교부(2018.11.30.)

❍ [외교부, 2018 「한일중 3국 협력 세미나※」 개최, 12.3., 인천 송도] ‘한일중 3국 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외교·안보, △경제·지역협력,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한일중 3국 협력 내실화 및 다양한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형태로 3국
외교부 부국장 및 주요 전문가 등이 참석
- 18 -

⎗ 정책동향

남북통신실무회담 개최
자료 : 통일부(2018.11.21.)·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11.23.)

❍ [남과 북, 남북통신실무회담 개최, 11.23.] 11.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개선을 위한 남북통신실무회담을 개최, 노후화된 기존 남북 당국 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 유엔제재 면제
자료 : 청와대(2018.11.24.)

❍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 유엔제재 면제※, 11.24.] 청와대는 브리핑(11.24.)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며 남북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밝혀

※ 앞서 정부는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 면제를 신청했으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1.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자료 : 통일부·국토교통부(2018.11.28.)

❍ [남과 북,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시작, 11.28.] 11.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

※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

- (의미)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2007.12.12~18(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10년 간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 (주요 내용)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11.30일~12.5일까지 6일 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12.8일~12.17일까지 10일 간(약 800km) 조사 진행, △조사방식…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

※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차량이 처음으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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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열차 이동 경로 및 구성>
◈ 남측 철도차량은 기관차를 포함한 7량이 서울역에서 11.30일 06시 30분 출발하여 08시경 도라산역에
도착
◈ 도라산역에서 간단한 환송행사를 진행한 이후 08시 30분경 도라산역을 출발하여 09시경 북측 판문역에
도착, 남측 기관차는 분리·귀환하고,
◈ 북한 기관차를 남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하여 16일의 북측 구간 조사를 진행(북측 차량 규모는 미정)
※ 6량 구성: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

- (향후 계획)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남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

행정안전부, 남북접경지역 균형발전현장 점검
자료 : 행정안전부(2018.11.28.)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남북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협장 방문, 11.28.] 최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및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28일 사업 현장을 방문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음.
※※ 남북연결도로: 1.7km, 접속도로: 1.2km
※※※ 연천포천철원 / 한탄강 주변 도보체험길 / 2017～2020년 / 400억 원(국 280, 지 120)
강화～고성 / DMZ 인근 자전거길 / 2011～2021년 / 1,500억 원(국 1,050, 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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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9.)

개요
❍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11.29.]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

※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2014) 91ha → (2015) 462 → (2016) 144
→ (2017) 無 → (2018.1～3월) 680

주요 내용
❍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

※ 평년 기온(평균): 12월(1.0∼2.0℃), 1월(-1.6∼-0.4℃), 2월(0.4～1.8℃)
※ 평년 강수량(평균): 12월(16.6∼28.5mm), 1월(19.0∼28.6mm), 2월(19.2∼41.4mm)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설치하고, 2018.12.1일부터
2019.3.15일까지 운영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시달
(11.26.)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촌
진흥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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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 △피해 발생 시, 시설별·
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

※ 전국 농업인 대상 맞춤형 문자메시지 발송 확대(기존 3만 명→ 2018.7월 이후 164만 명)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
- 2019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
되어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
<재해보험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
◈ (사례 1) 제주 서귀포시 고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425천 원 납부), 2018.2.7일 대설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험금 수령
◈ (사례 2) 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211천 원 납부), 2018.3.25일 강풍 시
자부담 보험료의 46.9배 보험금 수령

❍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
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
❍ 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며,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
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포스트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9.)

개요
❍ [농식품부, 「포스트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11.29.] “농식품 정책콘서트, 그 후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개최, 지난 11.9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논의한 5대 정책제안에 대한 사업화 검토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제안의
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

※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8.11.12., Vol 45) 정책동향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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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제안 실행계획
❍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가치 중심 홍보 요청’]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도시민 대상 미디어 전시 등을 추진하고, 유명인사·일반 국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체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공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
❍ [‘스마일재능뱅크 시스템 개선 및 1365 복지포털 연계’ 필요성 제기] 2019년도 예산을 확보(200
백만 원)하여 농촌재능나눔 포털사이트인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서버 용량과 접근 속도를 개선할 예정
-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1365 자원봉사포털과 농식품부의 스마일재능뱅크를 연계
❍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포획트랩을 포함’하자는 의견]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300백만 원)하여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
- 지자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세부 지침은
2019.1월까지 마련할 예정
❍ [‘전통주 막걸리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 한국 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업계 요구에 따라, 2019년에 ‘(가칭)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통주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
❍ 한편, 포스트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추진한 농식품 정책 중 대표 우수사례※를 추진한
5개 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 각 사례는 지난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발표 후 현장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 바 있음.

※ (농식품 5대 혁신정책) ① 지능형 귀농귀촌 정착지원서비스, ②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③ 쌀 신구곡 신속 판별법 및 키트 개발로 가짜
햅쌀 유통 근절, ④ 농업농촌을 살리는 청년농업인 육성, ⑤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푸드
중심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논의된 국민 정책제안이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국민참여형 정책콘서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일상에서 농업인,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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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자료 : 산림청(2018.11.27.)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12.4.~]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11.27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고, 12.4일 시행될 예정
- (추진 배경)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
- (개정안 내용)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 간 산지를 사용한 후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
❙연도별·시도별 산지 내 태양광 산지전용허가 현황(단위: 건, ha)❙
시·도

2013년
건수

2014년

면적

건수

2015년

면적

건수

2016년

면적

건수

2017년

면적

건수

2018년 9월 말

면적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건수

면적

1

1

6
1

1
0

4

0

3

1

9
2

1
3

2

2

11

10

12

8

69

198

81

55

강원

10

16

19

11

66

40

85

72

154

142

118

115

충북
충남

3
4

1
3

14
49

9
19

86
203

56
106

75
206

59
117

63
237

76
193

67
223

48
208

전북

91

3

114

36

205

57

120

29

789

187

1,576

336

전남

4

3

100

46

316

127

207

87

658

317

1,294

526

경북
경남

7
2

16
2

38
16

39
14

115
43

78
32

151
33

118
29

258
99

238
67

328
193

301
105

34

15

22

10

49

15

97

43

2

0

5

1

2

0

917

529

2,384

1,435

3,991

1,742

제주
세종
남부청
중부청
합계

121

44

352

176

1,086

522

- 24 -

⎗ 정책동향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자료 : 농촌진흥청(2018.11.26.)

개요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시험 교육장※ 현장평가회, 11.26.]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70곳에 ‘스마트농업 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1.26일
부터 11.27일까지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마련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한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2018년
부터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 조성사업을 시작

- (추진 목적) △신규 사업 현장평가를 통한 추진 상의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개선방안을 통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성공모델’ 확대·보급
- (주요 내용) △일시 및 장소…2018.11.26.~27., 홍성군농업기술센터 3층 강의실, △참석
대상…60명 정도(도·시군센터 업무 담당자, 현장기술지원단 등), △2018 사업평가※…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현황 발표 및 지침 공유, △2019 추진계획…사업추진 계획 및 시험
(테스트베드) 교육장 현장평가

※ 시군 추진상황 영상 공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
❍ 올해(2018년)는 경기 화성, 강원 철원, 충남 홍성, 제주 서귀포 등 총 14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2019년)에는 28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
- 특히 최근 개발한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 △작물
이미지 생육정보 계측, △실시간 작물 질병 진단‧처방, △팜 보이스(음성) 활용 농장제어
기술 등을 실증하고 농업인들에게 소개할 계획
❍ [기대 효과] 각 지역에 설치하는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스마트팜 핵심
기술이 각 교육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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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팜 중남미 시장진출 위한 사절단 파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한국농어촌공사(2018.11.26.)

❍ [농식품부·외교부·한국농어촌공사, 「민관합동 중남미 스마트팜 협력 사절단※」 파견, 11.26.]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스마트팜 관련 5개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중남미 스마트팜 협력 사절단」을 11.28일부터 12.5일까지 에콰도르와 우루과이
2개국에 파견

※ 사절단 참여 기업: 청오엔지니어링(환경제어 온실 기자재), 호정솔루션(사물인터넷, 자동화
등), 헬퍼로보텍(파종기, 접목기 등), 클라우드앤(사물인터넷, 건물에너지관리 등), 다산농업
회사법인(스마트축산) 등
※※ 외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 성장 산업분야의 국제협력 증진과
중남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옴.

- (추진 목적) 남미 지역 중 농축산업 비중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수출 판로를 모색
하는 한편, 양국 스마트팜 관련 농업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
- (주요 내용) 에콰도르와 우루과이에서 각각 ‘스마트 농업 협력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
및 상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협력방안 논의와 기업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우리 기업의 현지 협력 파트너를 발굴※

※ 양국 간 스마트 농업 현황과 향후 기술 협력 등을 주제로 발표,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능형
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김영화 단장)」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과 수출 모델을 소개, 우리
기업들의 주력사업 홍보, 현지 기업과 상호 교류하는 1:1 미팅 및 간담회
- (주요 일정) △에콰도르 농목업부와 우루과이 농림목축수산부 등 정부 간 면담※, △에콰
도르 농업연구청(INIAP) 및 우루과이 농목축산 연구소(INIA) 등 국책연구소를 방문하여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양국 스마트 농업 기술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기관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농축산물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검역 현안 등을 논의
- (기대 효과) 민관합동 스마트팜 협력사절단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팜”의
민간 부문 수출 촉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중남미와의 스마트팜, 드론,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의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활성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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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마늘 정확한 생산량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료 : 농촌진흥청(2018.11.29.)

❍ [농촌진흥청, 배추마늘 생육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11.29.] 우리나라의 주요 채소인 배추와 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생육 정보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이하 소프트웨어)을 개발
- (추진 배경) 최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배추, 마늘의 안정적인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 기상자료 이용
배추, 마늘 생육모형(컴퓨터 소프트웨어)을 국내 최초로 개발
- (주요 내용) 이번에 개발한 생육 예측 소프트웨어는 기상정보(기온, 일사, 강우)를 바탕으로
자라고 있는 배추와 마늘의 잎 수와 생장량, 뿌리·줄기·잎‧구의 무게, 최종 수량 등 다양한
정보를 일 단위로 나타내며, 기상정보는 기상청의 실시간, 장·단기 예보와 연동되어 이를
바탕으로 배추와 마늘 재배 농가에서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생장을 예측
할 수 있어 재배 관리를 알맞게 계획 가능
- (향후 계획) 앞으로 양파와 무, 고추 등 대상 작목을 확대할 것이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기 기상예보 등 관련 기술의 융·복합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토대로 작황 예측, 재배 적지 탐색, 농장 맞춤형 재배 관리 기술 개발 등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
<개발 기술 활용>
◈ 배추·마늘 주산지 작물 생육 모니터링
- 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 두 곳(매봉산, 안반덕)과 마늘 주산지 한 곳(무안군)을 선정하여 농장별 상세기상
정보 시스템(웹사이트) 구축※
※ 기상청 기상예보에 근거하여 30m급 고해상도로 농장 기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
※ 농장 필지별 과거 날씨 및 예보 생산 및 조회
- ‘배추·마늘 생육 모형’을 이용하여 필지별 작물 생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필지 선정 후 정식 시기와 방법을 입력하면 기상예보 기간까지의 생육 상황 및 기상피해율 등의 정보 제공
※ 금후 장기 예측을 위한 장기 기상예보 활용 추진
◈ (배추, 마늘의 작황 예측에 활용) 기상정보를 이용한 작황 예측 지원에 활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 필지별 수량 예측을 전체 시기의 작황으로 확장하는 시스템 필요
◈ 작물 재배 적지 탐색 및 농장 맞춤형 정보 제공
-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물 재배 적지 및 적기 정보 제공※
※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농업용 미래상세 전자기후도를 활용하여 농장수준의 재배적기 예측 정보 제공
- 전국의 농업용 실황기후 정보를 이용하여 농장 맞춤형 정보 생산※
※ 농장의 작물 생육상황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의 기본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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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 지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30.)

❍ [농식품부,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 지정, 11.30.]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을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 8월 말 시·군의
신청 이후 3개월 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음.
※※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 개요>
◈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화산지역이자 연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불리한 농업
환경 극복을 위해 조문국※시대부터 수리시설을 축조하였고, 이를 통해 수도작과 한지형마늘※※의
이모작 농업환경을 조성
※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에 있었던 삼한시대 초기 부족국가
※※ 한지형마늘: 월동 후 이듬해 2월경에 싹이 나는 마늘 품종
◈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탁월한 경관이 중요농업유산으로 높이 평가
◈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비자나무, 소나무 등 수목 하층부에서의 차 재배환경
조성과 청태전을 만드는 제다과정, 음다법 등이 오랫동안 독특하게 유지되어 와 중요농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

생활개선회 60주년 기념식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8.11.27.)

❍ [농촌진흥청, ‘생활개선회 60주년 기념식’ 개최, 11.29.] “함께 이룬 생활개선회 60년! 함께
여는 미래농업 100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생활개선회의 지난 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과 농촌여성의 역할 및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
- (개최 목적) 국가농업발전에 기여한 생활개선회 60년 활동성과 확산 및 향후 60년 미래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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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생활개선회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를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열고, 유공자 포상 및 자료전시와 홍보행사 진행
<생활개선회 개요>
◈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하여 1977년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었다가 1994년 (사)생활개선회를 설립한 뒤 2015년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로
이름을 변경
◈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인 참여, △농촌을 지켜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단체
◈ 앞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조직으로 발전하고, 지난 60년 간 이룬 활동성과를 바탕
으로 해외 저개발국가 농업인들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펼쳐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

◈ 식품 동향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7.)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11.27.] ‘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식품분야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4차 산업 선진국가의 산업
혁명 추진현황과 식품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산업에서의
발전적 시사점을 제시, 한편 시장수요에 따라 기업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정편의식(이하
“HMR※”)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HMR 혁신기술지원센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개소

※ Home Meal Replacement

- (개최 목적)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2017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된 흐름
등을 살펴보고자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선진기술 및 최신정보를
식품기업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일시 및 장소…2018.11.27.,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 △참석
대상…입주 및 벤처기업, 식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300여 명,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기조연설) 4차 산업혁명 정부 대응계획, (발표 1) [독일] 식품산업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적용사례, (발표 2) [미국] 식품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및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 (발표 3)
[일본] 농식품산업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사례, (발표 4) [독일] 인더스트리4.0-식품산업에서의
적용을 위한 단계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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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혁신기술개발센터 개소식 개요>
◈ (목적) 식품 트랜드의 대세인 ‘HMR(가정간편식)’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식품가공·포장·
전자·살균 등) 실무자 중심 협의체 개최, 입주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한 식품 기술을 기반한 혁신 성장 추진
◈ (세부내용) 각 분야별 실무자 협의체 구성으로 HMR 기반 기술 개발 추진
◈ (주요 내용) △지원센터의 HMR 기술개발의 메카가 되기 위한 방향성 논의※, △선도적 HMR 식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중점과제 도출※※
※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센터의 역할 및 향후 계획 도출
※※ 농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연약자용 제품 등 의견 제시, HMR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혁신 기반기술 논의
◈ (향후 계획) △중점과제 도출에 대한 세부 계획(분야별 업무분장 등) 수립(2018.12월), △HMR 기반기술
도출을 위한 입주기업과의 사업 구성(2019.1월)
※ 국가 대규모 R&D 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세부 컨소시엄 구성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워크숍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8.)

❍ [농식품부,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워크숍※」 개최, 11.28.] “新남방, 新북방과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지원 연계”라는 주제로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과의 연계
방안 및 진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외농업 관련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

※ (주관/후원)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농식품부

- (개최 목적)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해외농업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북방·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농업진출 활성화 및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산업 진출연계방안 모색,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
노하우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주요 내용) △세션1…신북방·신남방 정책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세션2…신북방·신남방지역의 해외농업진출 사례들을 발표,
△‘신북방’, ‘신남방’ 2개 분임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농업진출과 관련한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방안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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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8.)

❍ [농식품부, 「2019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11.29.]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 등 식품·외식업계가 당면한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간편식 등 미래 유망식품시장 진출, 푸드테크 활용,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새로운 비전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장(場)으로 추진

※ (주최/주관)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급변하는 환경에 식품외식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처음으로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로 3회째

- (개최 목적) 식품·외식산업의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급변
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주요 내용) △1부…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알리바바의 대답 O2O 「허마셴셩(盒马鲜生)」
(허마셴셩※ 수석 마케팅담당자, 지웨이(季 伟)), △2부…식품·외식·유통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강연, 토크콘서트, △부대행사…식품·외식산업의 현황과 2019 푸드 트렌드
전시, 식품·외식정보 미니서점 운영

※ 중국 알리바바가 인수해 신유통 실험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회원제 신선제품 매장
<2부 전문가 강연 내용>
◈ (식품) ① 2019 식품산업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 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품소비행동
전망(서울대), ③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식품을 디자인하다(롯데백화점 식품컨텐츠부장)
◈ (외식) ① 2019 외식산업 전망(외식경영연구원), ② 외식 푸드테크로 우리영토 확장(심플프로젝트
컴퍼니), ③ 「꾸엔루 베트남」內 K-FOOD 진출 전략((주)디딤(마포갈래기) 해외사업부장)
◈ (유통) ① 2019 농식품바이어 설문조사 의미와 전망(한국리서치 이사) ② 2019 소매유통시장 업태별
전망(닐슨코리아 상무) ③ 2019 온라인-모바일 유통시장 재편 SNS 스토어 유통업계 전망(한국
온라인쇼핑운영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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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6.)

❍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신규 연구시설 준공식 개최, 11.23.]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
농어촌공사의 원조로 지어진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이하‘NCVD’)의 신규 연구
시설이 완공되어 2018.11.23일 준공식을 개최

※ NCVD: 베트남 동물위생국 산하의 국가 수의연구기관으로, 베트남 전역의 동물질병에
대한 진단 및 연구 업무 수행

- (주요 내용) NCVD 신규 연구시설 건설은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ODA)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질병진단교육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국농어촌
공사는 시설 건축분야를 수행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 (기대 효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베트남 현지 수의 연구시설 확보로 현지 발생 동물
질병의 신속한 진단 및 국내 유입 차단과 양국 간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기대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비/사업기간) 28억 원 / 2014.10. ~ 2018.12.
◈ (사업대상지) 베트남 하노이 석선지구
◈ (사업수행기관) ㈜웃샘
◈ (사업내용)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구축
※ 시설구축: 연구실험동(1동, 3층)신축 및 실험실 리모델링(BSL2, 3층)
※ 기자재 지원: 차량(SUV), 실험실 기자재(7종), 사무용기자재 등
※ 전문가 파견: PM(건설관리), 건축 등 30M/M
※ 초청연수: 실무자(10명, 14일, 1회)
※ 현지역량강화: 가축질병 진단 교육(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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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AI·구제역 가상방역 훈련 평가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9.)

❍ [농식품부, 「2018년도 AI·구제역 가상방역 훈련 평가대회※ 」 개최, 11.23.] 11.29일~11.30일
동안 충북 제천에서 각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방안 공유를
통해 AI·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

※ 전국시도등지자체공무원90여명참석예정

- (주요 내용) △첫째 날(11.29.)…AI·구제역 발생 시 지자체별 긴급 대응체계를 중앙·지자체가
공유하고, 그간 훈련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도출※, △둘째 날
(11.30.)…10월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추진된 방역조치에 대한 중간점검 위한 방역
협의회를 개최해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 제고, 한편 개정 중인 AI·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과 긴급행동지침(SOP)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급속 확산되고 있어 예년 보다
비상한 예방활동 지자체 당부

※ 올해 전국 16개 시도, 21개 시군에서 자체 가상방역훈련 실시
- (기대 효과) 이번 가상 방역훈련 평가대회를 통하여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의 방역 협력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1.23./11.26./11.27./11.28./11.29.)

❍ [농식품부, 경기도 평택시(진위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형N3형) 확진, 11.28.] 11.20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평택시 진위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8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충남 홍성(간월호)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N2형) 확진, 11.2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 홍성군 간월호에서 채취(11.21.)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8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N2형) 확진, 11.27.] 지난 11.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1.27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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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경기 파주(문산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N3형) 확진, 11.29.] 지난 11.22일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9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경기 평택·화성(H5형), 이천(H7형)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11.29.] 11.26일 경기 평택시(진위천)와 화성시(시화호), 11.27일 이천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1.28일 H5·H7형 AI 항원(3건)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 H5형: 경기 평택시, 화성시(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 H7형: 경기 이천시(경기도 동물
위생시험소에서 검사)

❍ [농식품부, “AI 특별기동방역단” 운영, 11.28.] 고병원성 AI 발생을 대비하여 발생 초기 신속
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운영
- (주요 내용) “AI 특별기동방역단”은 총 5개 팀※(35개 반) 76명으로 구성하고, AI 의심
환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초동방역을 지휘·통제

※ 1팀별 7개반(2인 1조) 15명으로 구성, 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또는 H5 H7형 항원 확인) 또는 임상검사 결과 가축방역관이
고병원성 AI에 걸렸다고 판단하는 가축
- (주요 임무)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지도·감독,
②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실태와 가금농장, 축산시설 점검, ③ 인접 지역과 역학 관련
대상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등 AI 확산 방지를 초동방역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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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RE100 캠페인 현황 및 시사점 등
이슈 브리프 1 RE100 캠페인 현황 및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RE100 캠페인의 현황 및 시사점”(2018.11.26., 이슈와
논점 제1523호)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론>
❍ 지구온난화 방지, 미래 에너지 고갈 사태에 대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석유·석탄 및 원자력’ 등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풍력·바이오 매스’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 사용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추세임.
-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당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정책·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공급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 부문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의 글로벌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하 ‘RE100’)
또한 그 일환임.
<RE100 캠페인 개요>
❍ [RE100 캠페인 의미]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의미함.
❍ [RE100 캠페인 연혁] 2014년도에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NYC Climate 2014※(뉴욕시 기후주간)
에서 발족※※됨.

※ UN총회기간에 맞춰 The Climate Group에서 개최하는 기후환경 관련 연례행사
※※ ABOUT RE100, http:/ there100.org/re100

❍ [RE100 캠페인 참여조건] 1)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고, 2)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해야 하며, 3) 각 기업은
매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량에 대한 달성 수준을 CDP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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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캠페인 참여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1) 직접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스스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거나(자체 생산), 2) 외부로부터 재생 전력을 구매
(외부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속한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기업들의 캠페인 참여 유형은 다양함.
- 일반적으로 참여 기업들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큰 자체 생산 방식보다는 외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경향이 높음.

※ 외부 구매는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개별적인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 2)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
3) 별도의 요금제(일명 ‘Green Pricing’)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RE100 캠페인 현황>
❍ [RE100 캠페인 참여 현황] 2014년 캠페인 시작 이후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월 기준으로 금융, I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122개 기업이 참여 서명을 함.
-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의 합은 연간 158TWh※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분의 1 가량인 51TWh 규모를 이미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사용량은 약 500TWh 정도임.
- 재생에너지 사용 100%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는 각 기업별로 상이하며, 캠페인
참여 기업 중 25개 기업은 이미 2016년 말에 100%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 현재 캠페인 참여 기업들의 본사 위치는 대부분 미국(34%)과 영국(20%) 등 영미권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으나, 인도·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국가별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 수 현황❙
국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전체

기업수
41
25
9
7
5
5

비중
34%
20%
7%
6%
4%
4%
[기업수] 122

국가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기타 유럽국가

기업수
4
3
2
1
1
19

비중
3%
2%
2%
1%
1%
16%
[비중] 100%

주: 참여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CDP·The「RE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 2018.1., p.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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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캠페인 참여 사례>
◈ IT기업인 G사(社)의 경우,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6건의 전력구매계약을 맺은 바 있음.
◈ IT기업인 A사는 2020년까지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발전된 전력을
이용할 계획임.
◈ 제조업종인 I사는 태양광 LED 등 관련 재생에너지 제품 판매를 통해 RE100 캠페인을 자사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관련 제도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장이 아닌 국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직 없음.

<시사점>
❍ [에너지 전환 비용 분담을 위한 수단] RE100 캠페인은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을 민간 기업들이 분담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 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재원이 공공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자본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특정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보전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연도별로 부과되는 의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
함에 따라, 2012년제도 시행 당시 1,476억 원이었던 보전금은 2017년 기준 1조 5,650
억 원으로 증가함.
-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한국전력 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 참여를 한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 분담의 주체
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의 계기] 발전사업자들과의 전력구매계약, 대용량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자본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으로 유입※됨.

※ 일례로 IT기업인 G사가 RE100 캠페인 참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전력량은 샌프란시스코 시(市)의 연간 소비 전력량에 맞먹는 규모(5.7TWh)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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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명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로 작용하기도 함. 이들이 은행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 [국제 무역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국제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미진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거나 해외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기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 업체 및 납품 업체
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함.

※ 자동차 제조 기업인 B사에서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조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였고, IT 기업인 A사는 국내 반도체 회사에게 납품제품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한 바 있음.
<향후 과제>
❍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서 에너지 다소비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가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소비자들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전기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
번호 2014135,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6.29.
❍ 제도 마련 이후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 2)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 3)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기업들 스스로 친환경적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세미나
등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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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주요 내용
※ 통계청과 OECD가 공동 주최한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2018.11.27.~29.)”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통계청-OECD 공동 주최,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11.27.~29.,
인천 송도]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을 대주제로 세계 각국 장차관급
관료, 세계적 석학,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전환,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기업활동과 웰빙 등 향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기회와
과제에 대해 논의
<OECD 세계포럼 개요>
◈ (창설 배경) OECD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포괄하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Global Project를 창설(2004년)
-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에 OECD 세계포럼』
개최를 추진, 포럼을 통해 사회발전의 추진과 측정에 관한 정부 등 사회 각 부문 역할 논의
◈ (역대포럼(1차~5차) 개최국 및 슬로건)
- 제1차(2004년, 이탈리아 팔레르모): 정책 관련 핵심 지표 → 제2차(2007년, 터키 이스탄불): 사회발전
촉진과 통계 역할 → 제3차(2009년, 한국 부산):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 제4차(2012년,
인디아 뉴델리): 정책 결정과 웰빙 측정 → 제5차(2015년, 멕시코 구아달라하라): 정부 정책의 전환과
삶의 변화

- (핵심 테마)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Exploring and Measuring future well-being),
△디지털화와 웰빙(Digitalization and well-being),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in a complex world), △기업활동과 웰빙(Business and well-being
<개막 1일차>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쟝-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이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LEG)’의 보고서를 발표

※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장-폴 피투시 파리경제대학 교수, 마틴 듀란 OECD통계데이터국장이
공동의장이며,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교수, 라비 칸부르 프린스턴 교수, 제이콥 해커
예일대학 교수, 프로납 센 前 인도통계청장, 발터 라드마흐 前 유럽연합통계청장 등
웰빙 측정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 2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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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후속편으로 오늘 처음 공개
❍ 두 개의 보고서, ① “GDP를 넘어: 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과 ② “더 나은
측정을 위해: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은 지난 5년 간 ‘고위전문가그룹
(HLEG)’이 토론해 왔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의 측정에 대한 주요 견해와
다수의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임.
❍ 보고서에 의하면,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루어짐. 즉,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
❍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측정에 중요한 요소들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측정 지표를 제시
❍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측정방법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근거기반 정책에 도움이 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통계·지식·정책으로의 연결 중요성을 강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높아진 고용·소득
분배에 대한 통계의 관심은 바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사, 이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과 혁신정책을 소개
하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
❍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미래의
웰빙을 구현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혀
- 특히, 전 세계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정보의 난립, 가짜 뉴스의
확산, 근거 없는 정치적 발언을 횡행하는 시대, GDP를 넘어 사람들의 실제 삶의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수단을 위한 단호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OECD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
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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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디지털화와 웰빙 ,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웰빙, △미래의
웰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부의 신뢰성 제고의 주제로 논의
<개막 2일차>
❍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
❍ 특별대담은 ‘기업을 위한 포용적 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러셀 밀스 OECD 경제산업자문
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칼 드 페트리니 다논 아태지역 CEO, 마틴듀란 OECD 데이터통계
국장이 참석해, 기업과 각국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강조
❍ 노벨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말린 리파 볼보그룹 이사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 관련 대담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업은 근로자, 공급자, 투자자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영역에서 시민의 웰빙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들이 있음을 논의
하고, 말린 리파 볼보 그룹 이사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의 길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에서 나오고, “기업의 윤리 준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패척결 등이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발표
❍ 부문회의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위한 실제 성공사례를 발표·공유
- ‘기업 영향력 측정을 위한 공동기반 개발’을 주제로 한 부문회의에서는 OECD와 파리
경영대학원 사회조직센터가 공동 연구한 ‘기업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사례와 새로운 측정방안’들을 논의
- 또한, 디지털화 시대에 웰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전 세계의 기술들이 시민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
- 한편, ‘21세기 정부에 대한 재고’ 부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측정법,
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통계 작성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한국인의 삶의 질 측정’ 부문회의에서는 2009년 제3차 OECD세계포럼 이후, 개발된
‘국민 삶의 질 지표’ 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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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3일차>
❍ 정부와 기업, 시민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웰빙 과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고와 행동에
의한 측정방안이 필요하며, 통계, 지식,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책 입안자, 통계 전문가,
시민사회, 기업, 학계, 정치인 등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미래의 웰빙’과 관련된 논의와 공통된
지표의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더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보 수집과
측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경제발전 지표의 개념을 넘어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측정 방식 등이 전 세계가 공감하는 ‘미래의 웰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 이번 포럼에서 특별히 마련된 2차례의 기자회견 중의 하나로 ‘2019 OECD 글로벌 개발
전망’에 관한 보고서가 공개
- 보고서에는 사회적 포용성,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규범의 출현,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유례 없는 인구 급증, 사람들의 높은 이동성 혹은 빠른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개발 전략은 현재 거의 전무
- 특히, 마리오 페치니 OECD개발센터 소장은“경제성장이 반드시 웰빙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경제적 성장이 실질적·지속적 웰빙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국은 개발 전략 수립 시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
-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영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한 개발전략과 성공적인 글로벌 협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 발표] 제6차 OECD세계포럼을 공동 주최한 OECD와
통계청은 포럼 기간 중 논의내용을 토대로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을 발표
- ‘인천선언’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범정부 차원의 증거 기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실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함께 OECD의 적극적 동의와 지지가 담겨 있음.
❍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은 폐막연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초첨을 맞춘 다각적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진전을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위한 통계 및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견고하고 접근 가능한 통계는 시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42 -

⎗ 아젠다 발굴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의 준비와 행사개최를 위해 구성된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OECD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라는 미션을 위해 삶의
질 관련 통계 및 정책 연구를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번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미래의 웰빙’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된 ‘디지털 전환’, ‘거버
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한 민간부문’ 등 주요 의제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정운영 기조 및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 속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중요함을 인식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인식
하고, 이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함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며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사회, 차별 없는
기회보장 및 공평한 분배체계 확립 등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지능화, 디지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등 민간
분야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개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우리는 일·가정 양립, 여가문화 활성화, 양성평등 문화 확립,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사회구성원의 유대
강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
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한 측정과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 작성의
선진화, 다양한 행정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적극적인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어우러진 통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준비위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의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화로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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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은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선언되었으며, OECD가 적극 동의
하고 지지하였다.

2018. 11. 29.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 [각국과의 양자회담] 각국 및 국제기구의 통계수장들은 한국통계청과의 양자협력을 희망
했으며, 통계청장은 UNESCAP 사무총장, ILO 통계국장,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의
13번의 양자회담, 체코, 캐나다 통계청과의 2차례의 MOU를 체결
- 또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GCF 사무총장과 면담
❍ [세계포럼 전시회] AI 로봇이 연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한국문화체험존도 운영, 40개 기관의 전시부스 및 전시사항 프리젠테이션, 한복 입기 체험,
캘리그라피 등
- 특히, LG전자 주거건강관리의 IoT기술, 해저생태계 현상 파악과 어린이 놀이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 실물과 똑같은 인공지능 아이로봇 물고기 시연, 인바디
회사의 인체건강체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통합하는 빅 데이터 혁신을 소개
<포럼 시사점>
❍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성장과정에서 간과했던 웰빙정책을 뒤돌아 보고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계기를 마련
- 통계청은 현재 부족한‘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주거환경’ 등의 정책정보들, GDP를
넘어선 웰빙지표 정보를 얻음으로써 관련지표의 개발에 도움
❍ 이번 포럼을 계기로 6차 OECD세계포럼의 개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 IT기술과 수준 높은 영상 기술을 통한 회의 운영, 한국의 데이터 기술처리 능력 등을
회의와 전시회를 통해 알림으로써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 공동번영을 위한
활발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계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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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소규모 대출이 농촌 기업 성장에 기여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Small Business Loans and Rural
Business Growth(2018.2.5)”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대출이 농촌 기업 성장에 기여
❍ 농촌지역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 규모이며,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편임. 이는 이들 중소 업체의 상대적으로 작은 대출금액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높은 도산확률 등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임.
❍ 1977년부터 시행된 지역 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저소득자 및
소규모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음. 일반 업체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
소규모 농업 업체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에서 CRA 대출
조사 결과 대부분 대출이 1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었음.
❍ 2000-2015년 자료 분석결과, 농촌지역 CRA 대출 규모는 도시지역보다 작은 특징이 있음.
2000년 기준 도시지역 평균 CRA 대출 금액은 1인당 1,006달러인 반면, 농촌지역은
760달러에 불과함. 대출금액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감소함.
❍ 1996-2010년 자료 분석결과, CRA 대출을 받은 신규 업체의 경우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농촌 지역에서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받은 신규 업체에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농촌지역 신규업체의 CRA 대출이 2배 증가할 때, 기업 성장률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 지역의 경우 기업 성장률은 7% 증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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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 결과
※ 유럽연합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에서 발표한 “Animal welfare in the
EU: closing the gap between ambitious goal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2018.
11.14.)”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 결과
❍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규제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임. 한편, 유럽연합의 공동농업
정책은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통해 농업인에게 법적 의무사항을 인식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분야 역시 마찬가지임.

※ 공동농업정책 상의 지원금을 최소한의 의무준수와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농업이 동물복지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럽연합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
지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2012년에 유럽연합 동물복지
전략(EU animal welfare strategy)을 발표하였음.
❍ 감사원은 상호준수의무 달성과 공동농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동물
복지 수준과 동물복지 전략 실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 결과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특정 영역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상호준수
의무에서 취약점이 있었고, 공적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의 조화(coordination)와 재원
사용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상호준수의무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했는데 특히, 닭·돼지
사육 환경 개선과 같은 중요 영역에서 성공적이었음.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관된 적용이 용이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널리 보급했으며, 회원국들은 대체로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사육·운송·도축 과정에서 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육) 돼지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
- (운송) 장기 운송 및 부적합 동물 운송 규정의 준수 정도
- (도축) 도축 전 기절 절차(stunning procedures) 관련 예외 규정(derogation)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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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 점검(official inspection)의 일관성 측면에서 긍정적 관행들이 발견되었음.
- 그러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높은 분야와 업자들에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회원국들은 동물복지 정책 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 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민원사항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 회원국들은 동물복지 관련 상호준수의무 점검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그러나 공식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 조화(coordination)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음.
또한 상호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할 페널티가 위반의 심각성과 비례하지
않았음.
❍ 동물복지는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상 농촌개발(제2축)에서 우선순위이며 방문했던
회원국에서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공동농업정책에서 동물복지 수단은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 동물복지 수단은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 약점이 있었고, 회원국들은
대체로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동물복지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유럽연합 동물복지 정책을 위한 전략 체계 수립
- 2) 의무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집행과 관련 지침 제정
- 3) 공식적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 일치성 제고
- 4) 공동농업정책 상 농촌개발을 통한 동물복지 목표 수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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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지 센서스 분석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Primaff Review No.86 「センサス分析シリーズNo.3 農地に関する分析から」
(2018.1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지 센서스※ 분석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농업 센서스를 2005년, 2010년, 2015년에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지에 관한 분석임.

<1. 10ha 이상 농가에서 농지규모화 진행, 반면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지규모화 둔화>
❍ 2015년 도부현(都府県, 홋카이도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0ha 이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경지면적은 5년 전과 비교하여 13.1만ha 증가한 64.9만ha가 되었으며,
이는 농업경영체 전체 경지면적(240.1만 ha)의 27%임.
- 10ha 이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증가 면적은 13.1만ha로 이전 조사(2005년 → 2010년)에서
조사된 증가된 면적(22.9만ha)의 절반 수준임. 이는 개별농가 증가면적이 7.0만ha →
5.5만ha(15%↓)로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조직경영체(판매목적 경영체) 증가면적은
15.9ha → 7.6ha(83%↓)로 대폭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원인으로는 조직경영체의 농지
규모화가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됨.
<2. 규모화가 진행 중인 법인경영체 및 집락영농조직>
❍ 2015년 법인경영의 경영경지면적은 23.2만ha이며, 조직경영체 경지면적(35.9만ha)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10ha 이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총 면적은 64.9만ha이며 이 중 법인
경영 경영면적은 20.8만ha로 조직경영체 경영면적의 32%를 차지함.
❍ 집락영농조직※의 경영경지면적(추계)은 22.5만ha이며 법인조직의 경영면적과 일부 중복되지만
법인경영의 경영면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마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적,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

<3. 논 규모화는 동일본에서는 개별경영체, 서일본에서는 조직경영체가 중심>
❍ 5ha 이상 규모의 조직경영체와 판매농가의 논 면적 점유율 변화(2010 → 2015)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5ha 이상 규모의 조직경영체와 판매농가 점유율은 시코쿠(四国) 지역은 20% 수준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30%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도호쿠(東北) 및 호쿠리쿠(北陸) 지역은 50%를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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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호쿠(東北), 키타칸토(北関東), 미나미큐슈(南九州) 지역에서는 판매농가의 규모화가 활발하고
킨키(近畿)，산요(山陽)，산인(山陰) 지역에서는 조직경영체의 규모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4. 농지 소유자의 부재촌화(不在村化)>
❍ 이번 조사에서는 판매농가 감소율 상승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급
농가의 감소로 총 농가 수 감소율이 최대치가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
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세대수’(전체
농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합계) 감소율이 2010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하였음(5% → 9%).
❍ 5년 간 전체 농가에서 감소한 호수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증감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2015년도 조사에는 양자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체 농가 수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가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도도부현이 2010년에는 나가사키현(長崎県) 한 곳이었는데 2015년에는 17개 도도부현
에서 양자 모두 감소하고 있었음. 이는 농지 매매에 의한 이농이 많은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세대를 중심으로 농지소유세대의
부재촌화※(不在村化)가 급증한 것으로 생각됨.

※ 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 독거세대에서의 세대주 사망 및 전출 등에 의해 지역의
농지(경작포기지 포함)가 남아 있지만 소유자가 없어져버린 경우 등
<5. 경영경지면적 총 면적 감소>
❍ 이번 조사에서는 경영경지면적 감소가 다시 가속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전국 경영경지
면적 총 면적은 2005년 356만ha에서 2010년 382만ha, 2015년 362만ha로 감소면적이 2010년도
조사에서는 4만ha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이번 조사(2015년)에서는 약 20만ha로 나타남.
❍ 농업지역유형별 감소율을 보면, 산간농업지역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권
지역(비교적 인구밀도가 높고 인공구축물이 많은 지역), 중간농업지역 순이며 평지의 농업
지역에서도 3.6% 감소하였음. 또한 산간지역에서는 2010년 조사에서 1.6% 감소한 것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는 7.8% 감소하였으며, 중산간지역에서는 1.5% 감소하였던 것이 6.0%
감소하였음.
- 도시적 지역을 포함하여 중산간지역 등의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총면적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중산간지역에서의 경작방치지 증가면적은 경영경지면적
감소면적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농외로 농지전용이 아닌 오로지 경작포기로 인한
농지가 감소해 지금까지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다른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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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19년 7대 푸드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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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대 푸드 트렌드 전망
❍ 서울대 푸드비즈니스랩※은 ‘2019 식품외식사업 전망대회’(11.29.)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2019년 푸드 트렌드 톱7’을 발표했으며, 12.27일 공식 발표하는 ‘2019 푸드
트렌드’를 앞두고 7가지 트렌드를 미리 공개

※ 푸드비즈니스랩: 식품산업과 생산지 정보, 식품 마케팅과 외식경영을 다루는 연구소
❙2019년 7대 푸드 트렌드❙
1. 딸기·체리 등 작은 과일 소비 증가
2. 가격보다 품종 따지는 프리미엄 소비
3. 가정간편식 ‘레디밀’의 진화
4. 샐러드 시장 폭풍 성장
5. 편의점 디저트 다양화
6. 먹방·쿡방…펀슈머의 등장
7. 채식과 동물복지 관련 식품 소비

- 1) 딸기·체리 등 작은 과일 소비 증가: 과일 시장은 작고 먹기 편한 과일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껍질을 직접 까야 하고 1~2인 가구가 한 번에
소비하기 어려운 큰 과일 소비는 감소
- 2) 가격보다 품종 따지는 프리미엄 소비: 토마토, 딸기, 쌈채소, 돼지고기, 커피 등에서는
‘품종 소비’를 하는 까다로운 소비자가 늘면서 가격과 큰 상관없이 소비가
이뤄지는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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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정간편식 ‘레디밀’의 진환: 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레디밀’은 1~2인 가구와 3인 이상 다인가구가 소비 패턴에 차이를 나타냄. 1~2인
가구는 즉석밥, 육류가공식품 등 소비가 증가세인 반면, 다인가구는 김치, 안주류
등 구매가 늘고 있다는 분석
- 4) 샐러드 시장 폭풍 성장: 샐러드 시장을 키우는 주요 소비층은 30대 고소득 여성
직장인이며, 샐러드 전문점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고, 편의점 샐러드
성장률도 2014년 10.8%에서 2017년 32.6%로 증가, 이는 편의성과 건강 지향의 소비
패턴이 맞물린 결과
- 5) 편의점 디저트 다양화: 카페·베이커리에서 먹던 빵과 파이, 초콜릿 등 디저트
소비는 편의점에서 크게 증가, 올해(2018년) 편의점 디저트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0%를 넘어섰으며, 젤리의 성장률이 1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순
- 6) 먹방·쿡방…펀슈머의 등장: 편의점의 성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먹방※’이 결합하면서 식품 소비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가 등장, 내년
(2019년)에는 펀슈머를 겨냥한 신제품 출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 음식을 먹거나 조리하는 내용의 콘텐츠

- 7) 채식과 동물복지 관련 식품 소비: 미래 식품 소비의 ‘뉴웨이브’가 될 채식 시장과
동물복지 식품 시장도 내년 식품업계의 키워드,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를 지향
하는 채식주의와 동물복지 식품소비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환경에
관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
❙작은 과일 웃고, 큰 과일 울고❙

❙편의점 디저트 매출 증가율❙

자료: “내년엔 샐러드·작은 과일·편의점 디저트가 뜬다”(한국경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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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결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11.27.)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결과 발표, 11.27.] 지난해(2017년) 국내
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개발 활동 조사: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2017년 기준 국내 59,603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등)을 대상으로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현황등을OECD 매뉴얼(프라스카티매뉴얼)에
따라조사분석하고그결과를관련정책에활용

연구개발비
❍ [2017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9조 3,837억 원(13.5%↑) 증가한 78조
7,892억 원(697억 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2016년 기준
5,111억 달러)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20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전년 대비 0.32%p 증가한 4.55%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2016년 기준 4.25%)으로 조사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2013) 2위 → (2014) 1위 → (2015) 2위 → (2016) 2위
→ (2017) 1위(수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주: GDP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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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20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민간에서 전년 대비 7조 7,184억 원(14.7%↑)증가한 60조 643억 원(76.2%)을 투자
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공공재원은 전년 대비 1조 3,271억 원(8.1%↑)증가한 17조 7,371억 원(22.5%),
외국재원은 전년 대비 3,381억 원(52.1%↑)증가한 9,878억 원(1.3%)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

※ 민간재원 비중(2016년): 일본 78.1%, 중국 76.1%, 독일 65.2%, 미국 62.3%, 영국 49.0%
❍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 기업체 62조 5,634억 원(79.4%), 공공연구기관 9조 5,432억 원
(12.1%), 대학이 6조 6,825억 원(8.5%)으로 연구개발비의 사용 또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비교 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

※ 기업체 연구개발 비중(2016년): 일본 78.8%, 중국 77.5%, 미국 71.2%, 독일 68.2%, 영국
67.0%

❍ [연구개발 단계별] 기초연구는 11조 3,911억 원(14.5%), 응용연구는 17조 3,159억 원(22.0%),
개발연구는 50조 822억 원(63.6%)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제적으로 중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

※ 개발연구 비중(2016년): 중국 84.5%, 일본 64.0%, 미국 63.3%, 영국 39.0%, 프랑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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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력
❍ [2017년도 총 연구원 수] 전년 대비 22,027명(4.8%↑) 증가한 482,796명이며, 이 중 상근
상당 연구원※ 수는 21,808명(6.0%↑) 증가한 383,100명으로 세계 6위 수준※※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20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국 연구원 수(FTE 기준) 비교❙

❍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13.9명(0.6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4명(0.3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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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 기업체 343,367명(71.1%), 대학 102,877명(21.3%), 공공연구기관
36,552명(7.6%)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수 또한 연구개발비와 마찬
가지로 기업체에서 전년 대비 증가인원※이 22,044명(6.9%↑)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임.

※ 공공연구기관: 272명(0.7%↑) 증가, 대학: 289명(0.3%↓) 감소

❍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 전년 대비 1,356만 원(7.1%↑) 증가한 2억 566만 원
이며, US달러로 환산 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81,933달러로 중국(139,428달러)과
영국(153,591달러)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기준)❙

❍ [여성 연구원] 전년 대비 6,427명(7.1%↑)증가한 97,042명(20.1%)으로, 최근 10년 간 여성
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

※ 여성연구원비중(2016년): 러시아40.0%, 영국38.6%, 독일28.0%, 프랑스27.0%, 일본15.7%

❍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
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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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