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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마련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수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계획 공고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공포 등

▮아젠다발굴
•
•
•
•
•
•

이슈 브리프 1 ❙ 2019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할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이슈 브리프 2 ❙ OECD 포용적 녹색성장과 일자리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8 미국 농업법 개정 주요 내용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유럽연합의 주요 농정 이슈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언론 동향 ❙ 남북경협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중국, 베트남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
•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 2019년 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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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2019.1.10.)

개요
❍ [문재인 대통령, 201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최, 2019.1.10.] 문재인 대통령은 1.10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가져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면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경제와 성장, 혁신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공정경제도 더욱 부각

신년기자회견문 주요 내용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문(2019.1.10.) 주요 내용>
◈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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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8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만 3천 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농업 분야
언급 내용 ◈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가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
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
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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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 : 기획재정부(2019.1.4.)

개요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9.1.4.] 20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2018년 정기국회 통과 세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 구현
◈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경제활력 도모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세부담 적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 신고제도 강화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

• 낙후지역 등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 시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실화

조세체계
합리화

• 환경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열병합용
LNG 세율 인하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확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주요 내용
구분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주요 내용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 추가
저소득층 지원

※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기 발표내용(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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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현행)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개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 원 → 210만 원
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 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③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 규정 (조특령 §100의9)
< 법률(조특법§100의8) 개정내용 >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 원 이하
압류 금지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95)
※ 「2019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18.12.17.)
-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 등도 포함
※※ 총급여 55백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등)는 12%
- (개정)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소득령 §118의5)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개정) 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소득령 §16)
※ 「건설산업 혁신방안」 기 발표내용(2018.6.28.)
- (현행) 건설현장 근로자(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 (개정) 감리업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업무 근로자에 대해
서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 원 비과세 적용
• 재외공관 행정직원(非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 (현행) 재외공관 공무원 및 코트라 직원 등의 재외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개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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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조특령 §26의7)
※ 추가 고용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1,2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 (현행)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우대
- (개정)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포함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령 §113)
※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 (개정) 6/106※
※ 국회(2018.12월)에서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 제조업(간이과세자 제외)의
공제율을 상향(4/104 → 6/106)하여 과세형평을 위해 제조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조정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소득령 §155④)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 (개정)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 시 직계
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종부령 §2의4)
※ 「주택시장안정대책」 기 발표내용(2018.9.13.)
-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2019) 85% →
(2020) 90% → (2021) 95% → (2022) 1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종부령 §6의2)
< 법률(종부세법§9) 개정내용 >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대비 +0.1~1.2%p) 세율 적용

- (신설)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 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 (다가구주택)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주택 수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 원용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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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 (현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 (개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년간 적용유예)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령 §155)
- (현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 (개정)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 기간 합리화 (조특령 §97의3)
- (현행)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단기·장기 임대등록 유형과 임대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상이(예: 단기임대등록 + 8년 임대 → 22% 공제, 장기임대등록 +
8년 임대 → 50% 공제)
- (개정)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 기간 전체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일치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종부령 §2)
- (현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만큼 공시
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 (개정)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2018.9.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
※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도록 종부령 旣 개정(2018.10.23.)
•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종부령 §3, 소득령
§154, §155, §167의3, 조특령 §96)
- (현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
※ 4년 임대 시 30% 감면, 8년 임대 시 75% 감면
- (개정)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 부여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6 -

⎗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 (소득령
§122의 2)
< 법률(소득세법§64의2②) 개정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 원 적용
※ 그 외의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 원

- (신설)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소득령 §163의2)
- (현행)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
※ (제도 취지) 배우자 공제(6억 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
- (개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국조령 §50④)
※ 총 5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20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 부여
- (개정)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여,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 시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
역외탈세 방지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 확대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법률(소득세법 §176, 법인세법 §123) 개정내용 >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개정) 과태료(건별): 개인 300만 원 → 500, 법인 500만 원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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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20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18.7.30.)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현행)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 과세
- (개정)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과세(2019.4월 시행)
※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조특령
§116의21)
※ (대상)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
(감면율) 창업기업·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등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일자리
창출·유지

구분

현행

개정
(투자기준 인하 및 고용기준 신설)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100억 원 투자

20억 원 투자 + 30명 고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50억 원 투자

10억 원 투자 + 15명 고용

연구개발업

20억 원 투자

5억 원 투자 + 10명 고용

사업시행자

1,000억 원 투자

500억 원 투자

•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 100% + 2년 50% 감면
(위기지역) 법인세·소득세 5년 100%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18.12.17.): 유턴기업
농특세 비과세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 성장

- (현행)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의 20%
농특세 부과
- (개정) 농특세 비과세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 (조특령 §25의3)
< 법률(조특법§28의3) 개정내용 >
◇ 2019.12.31.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 단축)
허용

혁신성장

※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신설)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혁신성장 투자자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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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11대 분야 157개 기술
- (개정)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 별표6)
- (현행)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문화
산업 R&D를 위한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 대여·
구입비는 제외
- (개정)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
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등 구체화 (조특령 §22의7)
< 법률(조특법§25의7) 신설내용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공제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도권과밀권역
外 투자금액
- (공제율) 2% + 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 구체적인 공제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신설)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공제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조특령
§43의8⑤)
※ 「2019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18.12.17.)
- (현행) 주식 매각 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 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부터 2개월
- (개정)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
•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령 §14①)
※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금융위)」 기 발표내용
(2018.10.5.)
- (현행)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펀드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등
- (개정)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7의3, §18)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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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개정)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확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법인령 §19)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개정) 중견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조특령 §93의4⑦)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과제(Ⅳ)」 기 발표내용(2018.12.19.)
- (현행)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가
일임형 ISA 취급 가능
- (개정)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 취급 허용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
하여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
주는 서비스
※※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법률(개별소비세법 §1) 개정내용 >
◇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5원/kg:43원/kg, 2:1)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현행) 개별소비세 36원/kg → (개정) 46원/kg
② 발전용 LNG: (현행) 개별소비세 60원/kg → (개정) 12원/kg
※ 비발전용 LNG는 현행 개별소비세 42원/kg 유지

 조세체계 합리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개소령 §2의2)
- (현행) 기본세율 36원/kg에 열량별 탄력세율 39원, 33원/kg 적용
- (개정) 기본세율이 46원/kg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 비례
조정
구분
저열량탄(5,000㎉/㎏ 미만)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고열량탄(5,500㎉/㎏ 이상)

현행
33원/㎏(탄력)

개정
43원/㎏(탄력)

36원/㎏(기본)

46원/㎏(기본)

39원/㎏(탄력)

49원/㎏(탄력)

• 열병합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개소령 §2의2, 개소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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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2018.11월) 반영: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현행) 열병합용 LNG(열병합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를 非발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42원/kg 적용
- (개정) ① 열병합용 LNG·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보아 12원
/kg 적용, ②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30%
적용(12원 → 8.4원/kg)
※ 열병합용 LNG에 대해 수입부과금 면제(3.8원 → 0원/kg, 산업통상
자원부)
•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관세령 §189조의2)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또는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현행)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이용자수·
매출액 50% 이상 유지 → (개선)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
또는 면세점 매출이 2,000억 원 이상 증가
‧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미술품 손금산입 대상 확대 (법인령 §19)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500만 원 이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 (개정)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확대 (조특령 §130)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박물관 입장권·관광공연장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구입비용 등에 적용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한정
- (개정)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에 소액(100만 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입장권 가격 전액에 대해 인정
•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필요경비 규정 (소득령 §41·87)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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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법률(소득세법 §17) 개정내용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일정규모(대통령령에 위임)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

- (신설)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
소득 구분 허용, 필요 경비율은 60%로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조특령 §9, §22의5)
-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신성장기술 R&D비용 해당 여부 판단
- (개정) 동 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판단 범위를 신성장
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2020년부터)
‧ 국세청이 R&D 비용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 도입(2020년부터)
•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령 §22)
※ 안전시설 투자액의 1%(대)·5%(중견)·10%(중소) 세액공제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2018.11월) 반영: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것
- (현행)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대해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허용
- (개정)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세액공제
허용
※ (예)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급설치
의무
•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 방지 (조특령 §104조의5)
- (현행)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로 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건당 2만 원)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소득세법」 §73)
※※ 국세청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
- (개정) 전자신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Min(1만 원, 추가 납부․환급세액)
※ 자의적으로 소액의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전자신고한 후 세액공제 받음.
•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조특령 §65)
-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 (개정)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 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 감면 배제
※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 원 초과 법인의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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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소득령 §155)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영농·영어 목적의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대지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등
- (개정)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퇴직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상증령 §2의2)
- (현행)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도 기업집단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
※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 취득·전환·양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개정)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 임원은 현행(5년) 유지
※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2018.5.1. 현재 총 60개 기업집단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령 §15⑬)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법률(상증세법 §18⑥) 개정내용 >
◇ 가업용자산 처분※ 시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500억 원)을 전액 추징
하던 것에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완화(추징
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 (현행)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기준으로 상속세 추징
※ (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
- (개정)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기준으로
추징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상증령 §16②·③)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
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할 필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에도 5년간 영농에 종사할 필요
- (개정)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기간(2년) 요건※에 대한 예외 신설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점을 감안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피상속인·상속인이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종사 기간(2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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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 (상증령 §34의2)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2017.11월) 반영: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행) 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 등은 과세 제외
- (개정)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
※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
소재에 한함.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 (상증령 §38)
- (현행)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 시 증여세 과세
‧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
-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공익법인등의 공시자료 제공 범위 확대 (상증령 §43의3)
- (현행)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한해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 제공 가능
※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
으로 하는 공익법인 → 현재 한국가이드스타만 지정된 상태
- (개정) 국세청장은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전자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총자산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주세령 §5, 별표3)
- (현행) 과실주의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없어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이 적용
- (개정)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 탁·약·청주 제조장 시설기준 적용: 담금·저장조 1~5㎘ 미만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주세령 §9)
※ 「규제혁파 추진방안(국조실)」 기 발표내용(2017.12.28.)
- (현행)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는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불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만 가능
※ (특정주류도매업)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를 제조
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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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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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업) 모든 주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 (개정)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개소령
§33조의2②1호)
- (현행)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 이내에 입상(문화
체육관광부 지정)한 사람만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제
- (개정)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는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개소령 별표1)
- (현행)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 (개정) 내연기관과 전기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는 125cc 이상(내연기관)과 12㎾ 이상(전기이륜차)에 동일
하게 5%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27의4)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현행)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개정)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 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 및 후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2)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국선대리인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국선변호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일부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국선변호, 법률구조, 학술 및 기술 연구, 직업 소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대리 및 후견 용역 추가
•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증명서류 인정 등 (법인령 §158, 부가령 §88➂)
※ 「2018년 세법개정안」(2018.7.30.),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8.12.17.) 기 발표내용
-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상직불·
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에 한해 적격 지출증명서류※ 인정 및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
※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명서류’를 작성·수취할 의무
※※ 소비자대상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
×1.3~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예:
제로페이 등) 영수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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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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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부가령 §75)
- (현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개정)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 추가
※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공급시기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 관세 체납처분 유예지원 확대 구체화 (관세령 §40 등)
※ 「20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18.7.30.)
< 법률(관세법 §43의2) 개정내용 >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절차, 유예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준용

- (체납처분 유예 신청절차) 신청서 및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규정
※ (신청서) 체납자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등, (납부계획서) 소득사항,
납부계획 등
- (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전문성 제고 (국기령 §55의2, §55의3)
구분

현행

개정

• 판·검사 5년 이상
•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산 10년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이상
조세
- ① 판·검사, ② 변호사·회계사·
6년 이상
심판관
세무사 등, ③ 조세관련 학문※
• 법률·회계·무역·재정·
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 전공자로서 조교수 이상
※ 법률, 회계, 세무학 등
심판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사관
자격보유
5년 이상

❍ [개정대상 시행령: 총 21개] △내국세(18개)…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세무사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관세(3개)…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추진 일정] 2019.1.8.(화)~1.29.(화): 입법예고 → 2019.2.7.(목): 국무회의 → 2019.2.12.
(화)~2.15.(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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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마련
자료 : 고용노동부(2019.1.7./1.10.)

개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마련, 2019.1.7.]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
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추가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18명)로 구성된 제도개선 TF(2017.9월～
12월)에서 공개토론회, 3차에 걸친 TF전원회의 등을 실시하고,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방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검토･논의하여 TF안 마련(2017.12.22.)

- (향후 계획) 동 초안은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논의 초안으로서, 복수의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 결정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1.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 → 1.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 1.24일: 대국민 토론회), 한편 1.21일～1.30일까지 노사단체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계획
주요 내용
1.

결정기준

❍ [기본 방향] ILO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합리성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
-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제131호 제3조),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도 ①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기준들과 ② 고용 목표 및 경제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에서의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일반적인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규정
❍ [결정기준(안)]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
현행

개편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상황: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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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체계

❍ [기본 방향] ILO 협약※에 부합하는 현행 노(勞)·사(社)·공(公)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
하되, 합리성과 다양성 제고

※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 2001.12월 비준): 제도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
운용에 노사대표와 국가의 일반이익을 대표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관련된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법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일 때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
하여 임명)가 직접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제4조)

-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
-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신설)를 두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2017.12.22.)에서 제시
❍ 결정체계(안)
구간설정위원회

- (역할)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결정(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분석※(연중 상시 운영)

※ 구간설정위원회를 지원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필요
- (구성)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9명※,
위원장은 구간설정 위원 중 호선

※ ① 5년 이상 대학에서 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② 10년 이상(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경제 문제 등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위원선정) 선정방법은 복수의 대안 검토, 위촉권자는 대통령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전문가 9명) 선정방법>
◈ (1안)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각 3명)
◈ (2안)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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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결정 기준)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거로 결정

※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정한다는 전제이므로,
구간결정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음.

- (구간결정 방법)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정위원회

- (역할)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에 따라 위원 수 축소※,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겸임)

※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2017.12.22.)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수는 축소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현행 최저임금원회 27명, 노사공 위원 각 9명)
<결정위원회 인원수>
◈ (1안)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 총 30명: 결정위원회 21명 + 구간설정위원회 9명(전문가위원)
◈ (2안) 15명(노사공 위원 각 5명)
※ 총 24명: 결정위원회 15명 + 구간설정위원회 9명(전문가위원)

- (공익위원 선정) 복수의 대안 검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법(* 총 21명, 공익위원 7명인 경우의 예시)>
◈ (1안) 국회 3명, 공익위원의 전공 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추천
◈ (2안)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 순차배제(각 4명)

-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정)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다양성 제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구성방식과 유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개편된 방식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결정 절차(안)>
①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심의요청
③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
④ 결정위원회는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부장관에 제출(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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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수립
자료 : 환경부(2019.1.9.)

개요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수립, 2019.1.9.]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 ,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

※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5월～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2018.11.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
※※ ①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③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비전 및 목표❙

비전

◈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 악취배출원의 선제적・과학적 관리기반 확립
• 사업장 설치단계부터 악취영향 최소화
1.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치
• 공간정보 고도화 및 융복합 서비스 제공
•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축산 악취피해 저감

추진
과제

2.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 하수도 악취 실태분석 및 종합적 악취관리체계 마련
•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 최소화

3.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4. 적극적 소통을 위한 커버
넌스 활성화

• 수용체 중심의 악취 평가체계 도입
• 최신기술을 활용한 악취 감시기법 도입
•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 활성화
• 투명한 악취민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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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
-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
-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
❍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 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
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
-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
2.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저감
-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 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

※ 2017년 전체 악취 민원 2만 2,851건 중 6,112건(27%)

- 이에 대해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

※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 단,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
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

※ 바이오커튼: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막(커튼)
-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
재검토(2019)
- 이 외에도 농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

※ 축사의 청결한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농가
※※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을 보급하고,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패키지형
지원사업(고성, 논산 등 10개 지역 추진 중, 2016년～)
- 21 -

⎗ 정책동향

❍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 노출을 최소화
-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
-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
❍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
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
3.

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보급
❍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감시
-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
-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
하여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
4.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
-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 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실효적으로 관리
❍ 악취 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주민에게)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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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악취민원 발생 추이(2008~2017)❙
구분
건수

2008년
5,954

2009년
6,297

2010년
7,247

2011년
8,372

2012년
9,941

2013년
13,103

2014년
14,816

2015년
15,573

2016년
24,748

2017년
22,851

❙악취배출시설별 민원건수 상위 업종 현황(2017)❙
총계

구분

민원 건수
15,105

피민원업소수
5,745

축산시설

6,112(40.4%)

3,164(55.1%)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1,909(12.6%)
994(6.6%)

274(4.8%)
351(6.1%)

780(5.2%)

355(6.2%)

719(4.8%)
606(4.0%)
380(2.5%)
360(2.4%)
336(2.2%)

128(2.2%)
34(0.6%)
87(1.5%)
107(1.8%)
192(3.3%)

332(2.2%)

84(1.5%)

2,577(17.1%)

969(16.9%)

계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

그 외 시설

주: 2017년총민원22,851건중생활악취(5,157건) 및원인불명(2,589건) 제외, ※표시는민원건수상위10개시설외35개시설
❙신고대상시설 외 생활악취 민원 발생 현황(2017)❙
구분
합계
기타
음식점
하수구, 정화조, 도심맨홀

5,157
2,502
1,099
629

민원건수
(100%)
(48.5%)
(21.3%)
(12.2%)

농경지 퇴비 살포

441

(8.6%)

공사장
자동차 정비 등 차량 관련

303
183

(5.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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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2019.1.9.)

개요
❍ [기획재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1.9.]
①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②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③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추진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신서비스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 를 제시

※ 공유경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 ① 교통, 숙박, 공간, 금융･지식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 과세, 참여자 보호, 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 (2017년) 186억 달러 → (2022년) 402억 달러(20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전략❙
목표

◈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

추진 전략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

▪ 숙박 분야 ▪ 교통 분야
▪ 공간 분야
▪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과세체계 정비
▪ 공급자·소비자 보호
▪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1-1. 숙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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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1-1.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1/4~

1-1-2.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19.1/4~

보건복지부

2019.1/4~

국토교통부

2019.3/4

국토교통부

2019.2/4

1-1-3. 카셰어링 차량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국토교통부

2019.2/4

1-1-4. 카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019.1/4

1-1-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국토교통부

2019.1/4

1-1-6. 한정면허 제도 수요자 친화적 개선

국토교통부

2019.3/4

1-1-7.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

2019.2/4

1-3-1.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서울시

2019.1/4~

1-3-2.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법무부

2019.2/4

행정안전부

2019.4/4

중소벤처기업부

2019.1/4~

1-3-5.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행정안전부

2019.2/4~

1-3-6. 지자체의 공유공간 조성 지원

행정안전부

2019.1/4~

서울시

2019.4/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2020.1/4~
2019.4/4
2019.2/4
2019.1/4~

기획재정부

2019.1/4

국세청

2019.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2019.1/4~
2019.4/4
2019.2/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4

※

1-1-3.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
1-2. 교통 분야
1-1-1.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內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1-1-2. 카셰어링 차량의 타지역 일시상주기간 확대

1-3. 공간 분야

1-3-3.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구축
1-3-4. 공공부문 해외사무소 공간 예약플랫폼 구축

1-3-7.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공유모델 확산
1-4.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1-4-1.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1-4-2. P2P 대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1-4-3.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1-4-4. K-MOOC를 통한 재능공유 촉진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2-1. 과세체계 정비
2-1-1.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2-2-2.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2-2. 종사자·소비자 보호
2-2-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2-2. 산재보헙 부과·징수체계 정비
2-2-3.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2-3. 공유기업 혁신지원
2-3-1. 플랫폼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2-3-2. 기업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2-3-3. 플랫폼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2019.1/4~
2019.4/4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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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

❍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
2019.1.11.] 2019.1.14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
- (추진 배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일(2019.4.25.)에 맞춰
조속한 농특위 설립 및 운영 준비 필요
- (주요 내용) △조직…단장(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및 2개 팀(기획운영팀, 법령예산팀) 총 8명※
구성, △운영기간…2019.1.14~2019.4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 △주요 업무…시행령 제정, 위원회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

※ 참여 부처: 농식품부(4명), 해양수산부(2), 산림청(1), 농촌진흥청(1)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계획 공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8.)

개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계획 공고, 2019.1.8.] 혁신성장 8大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하여 “조성지역
2차 공모계획”을 공고
- (추진 배경)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시설원예를 첨단화하고, 성공모델을 토대로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차세대 스마트화 확산
- (조성 규모) 전국 거점에 4개소 조성, 개소당 20ha + α, 핵심시설(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유통·가공 등 연계사업을 집적화하여 조성하되,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근 지역 입지 가능, 2개소※ 는 기 선정(2018.8.2.)하였으며 추가 2개소에 대해
공모 추진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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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기간※ ) 핵심시설은 2년 이내(~2021), 연계사업은 3년 이내(~2022)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성지역 선정 이후 1년 이내 기반조성 실시설계 미착수 시 혁신
밸리 조성지역 선정결과 취소

- (조성 주체) 시·도
- (조성 방안) 지자체(시·도) 주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기획하고, 민간투자, 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혁신밸리 조성
- (지원 내용) 도로·전기 등 기반조성과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구축 관련 사업예산 약 638억 원(국비)+ α※

※ 스마트팜 실증단지 내부 실험 기자재 비용 등은 예산상 미반영, 국고 지원 외의 혁신
밸리 조성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지자체 부담
- (공모절차) 공모※ (2019.1.8.~3.8.) → 서류평가(3.11.~3.12.) → 현장평가(3.14.~3.20.) → 대면
평가(3.25.~3.26.) → 선정(3.28.)

※ 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등 제출기간: 2019.3.4.(월)～3.8(금)
- (평가 개요) 입지 인허가, 시설원예,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추가 2개소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방향
❍ [조성방향] △핵심기능시설(생산·유통·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최대한 집적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 연계사업으로 혁신밸리 활성화
- (인력혁신) 스마트팜 보육센터(4개소)를 통해 청년들이 전문지식 습득 후 경영실습, 임대형
농장(3~5년)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 입주 기관, 업체, 청년 등이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복지 등 연계로 활성화
- (생산혁신) 노후된 생산시설을 스마트화·집적화하여 효율적·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가공·
유통·수출 연계 부가가치 창출※

※ 대량･안정적 공급체계 기반으로 유통기업을 통한 안정적 공급･판매, 수출 확대 등
- (기술혁신)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검·인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 (특화모델)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모델 발굴, 농촌개발 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혁신밸리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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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 프로세스❙
스마트팜 보육센터
입문교육

⇒

교육형실습
교육⇅

스마트팜 생산단지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팜 실증단지
① 에너지절감
: 재생에너지,
냉난방기술 등
활용 에너지 절감

⇒

인력
혁신

교육⇅청년창업
⇄

신기술·품목 적용

② 한국형
스마트팜
: 한국기후,
플라스틱 온실
기반모델, 국산화

경영형실습

생산
혁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

빅데이터 제공
산-관-학 공동 R&D

③ 품목다변화
④ 환경친화형 ⑤ 수출형 플랜트
: 기능성, 일반 : 천적 활용 방제,
: 해외수출형
과채류, 열대
자원 순환형 모델
플랜트 개발,
채소류 등 다각화
개발
첨단온실 등

기술
혁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2019년 예산 개요
❍ [2019년 예산안(국비, 70%)※] 2개소(기반 + 시설) + 추가 2개소(기반)

※ 실증단지 내 지원센터 조성은 국비 50%, 자문단 운영비 국비 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2019년 예산(단위: 백만 원)❙

구분

혁신
벨리

투자 방향
합계

2019
68,817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21,0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2,190

임대형 스마트팜

16,400

스마트팜 실증단지

19,227

비고
1기 2개소 2년차 70억 원
2기 2개소 1개년 140억 원
1기 2개소 실습농장 시설비 2/3 반영
1기 2개소 임대농장 시설비 2/3 반영
1기 2개소 실증온실, 지원센터 조성 시
설비 2/3 반영

❙개소당 사업비(4개소, 2019~2023, 국비, 지방비 합산)(단위: 백만 원), 실험 기자재 등 미반영❙
구분

투자 방향
합계

개소당
63,830

4개소
255,320

혁신
벨리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10,000
13,060
17,570
23,200

40,000
52,240
70,280
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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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가능한 신규·기존 사업군 예시(안)❙
기능·시설

지원사업명

담당 부서

1. 핵심요소

생산·유통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APC
청년보육

스마트팜 보육센터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정착·정주

•
•
•
•
•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시설원예현대화
노지작물과원스마트영농모델개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임대형 스마트팜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농산업정책과
원예경영과
농산업정책과
유통정책과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산업정책과

• 스마트팜 실증단지

농산업정책과

주거·문화·복지시설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영농정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영인력과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산업과
지역개발과

2. 추가요소
가공·체험·관광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식품‧외식
전후방산업 연계

수출

농식품 및 기자재 수출 확대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식품산업정책과

• 벤처창업바우처지원(R&D)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수출진흥과
농기자재정책팀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7.)

❍ [농식품부,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공고, 2019.1.7.] 노지작물에 ICT(정보
통신기술)를 접목하는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1.25일까지 공모

※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ICT기술을 접목하여 자동 관수, 자동병해충 방제 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 (2018년) 노지작물중채소(무･배추･양파･고추) 품목대상→(2019년) 채소품목뿐만아니라곡물,
과수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全 품목 대상 확대 추진, (2018년) ICT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관수
중심으로 현장적용 → (2019년) 자동 관수 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외부기상
분석을통한병해충예측등다양한모델을발굴하여지원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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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ICT 적용을 통한 자동 관수,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외부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ICT 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선정된 모델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지작물 분야에 생산·경영·유통 등 ICT융복합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확산, △시설원예·축산분야에서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은 확산 중이며,
노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육성 등
◈ (주요 내용) △현장수요가 높은 지정 공모(관수·관비 모델)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자유공모
(신규모델 발굴) 과제를 병행하여 추진, △작물·유형·지역 등 고려한 ICT 현장 적용 및 관리 체계 마련,
△노지작물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기반 구축 및 활용, △노지작물 경제성·편익 등 성과 분석 및 홍보
지정
공모
(5개)

< 노지작물별 관수·관비 모델화 과제 >
주산지 중심으로 적기 적량 관수, 관리 스마트 모델 적용으로
데이터 기반 관수·관비 의사결정 지원 모델

관수·관비 중심
모델개발

자유
공모
(5개)

< 노지작물 신규 모델화 과제 >
생산·유통·소비 결합형 또는 각 분야별 생산성 향상 과제,
수출지원 등 주요 정책 연계과제, 2018년 노지채소 모델의
보완 및 기능 확충 과제 등

방제, 유통 등 ICT
기술 접목 모델

◈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대상: 노지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참여방법: 道기술원, 기술센터에서 참여농가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시행방법: 지자체 공모
- 집행방법: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위탁(매칭 예산)을 통한 집행
◈ (2019년 예산) 6,000백만 원(국고 3,000, 지방비 3,000)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9.)

❍ [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 2019.1.9.]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1,100톤을 수거
- (추진 배경)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영농 후 폐비닐, 빈농약병 등 농자재 미수거 문제
발생※, 환경오염 및 농촌다움 훼손, △2018년 범정부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추진

※ 연평균 약 7만 톤의 영농폐비닐,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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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톤, 폐농약용기 330톤(약 660만 개), 반사
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1,110톤을 수거, △농촌 내
맞춤형 단기일자리 5,564명 창출(목표 대비 약 112% 달성)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개요>
◈ (목적) 농촌 내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를 통한 환경개선
◈ (내용) 84개 시·군 대상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력 4,980명 운영
※ 84개 시·군: 부산(1), 인천(2), 울산(1), 경기(3), 강원(11), 충북(8), 충남(7), 전북(8), 전남(20), 경북
(13), 경남(10)
◈ (기간) 2018.11월~12월 내 6주간 실시

◈ 식품 동향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8.)

❍ [농식품부,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22019.1.8.]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확대 및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는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
- (주요 내용) △모집대상자…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 △모집기간…
1.8.~1.31.까지, 시행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접수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체적
용前시험(세포·동물 시험) 및 인체적용시험과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컨설팅 등 지원
- (향후 계획)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표시
규제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능성표시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
※※ 식품 소재의 기능성 규명 연구도 확대하여 인체적용前시험 및 인체적용시험 각 15품목,
기능성원료등록지원 10품목 등 총 40품목(2018년 30품목)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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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2016년 2조 6천억 원) 대비 3.8% 성장
※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2011) 16,855억 원 → (2013) 17,920 → (2014) 20,052 → (2016) 26,056 →
(2017) 27,047
- 한편, 그동안(2009년부터) 국산 식품원료에 대한 기능성 규명 연구를 지원하여 개별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원료 등록 9건, 특허출원 및 등록 67건(등록 41건, 출원 26건), 우수논문(106편/SCI급
86) 발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선진국)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에서의 점유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기능성식품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시장 증가율이
높지 않음※.
※ 국제 기능성식품시장 점유율: 미국 33.9%, 중국 14.6, 서유럽 12.9, 일본 10.8, 한국 2.0
◈ (일본)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도입※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 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식품 시장이 활성화
※ 일본 기능성식품시장 연평균 성장률: (도입 전) 1.5% → (도입 후) 9.1

◈ 축산 동향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공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8.)

개요
❍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공포, 2019.1.8.]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2018.12.27.)
- (주요 내용)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2019년 12월부터 시행,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
방법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 △계란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중량규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말고기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위해 말 등급판정 대상에 추가

주요 내용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개편

❍ 첫째,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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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였
으나,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한우(거세) 도체중(kg): (2004) 375 → (2007) 395 → (2010) 418 → (2017) 439

-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산식은 단일산식
(1종)으로만 적용,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하여 6종을 개발
-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하여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
하였으며,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
- (현행) 2004년에 개발된 1종의 산식으로 정육율을 예측하는 육량지수에 따라 판정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지수

A

67.20 이상

B

63.30 이상~67.20 미만

C

63.30 미만

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mm)]
+ [0.130 × 배최장근 단면적(cm2)]
- [0.024 × 도체중량(Kg)]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

- (개선) 육량지수 산식 6종 개발(품종: 한우, 육우·젖소, 성별: 암, 수, 거세)
품종

한우

육우

성별

육량지수

암

[6.90137 – 0.9446×등지방두께(㎜) + 0.31805 × 배최장근단면적(㎠) +
0.54952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수

[0.20103 – 2.18525×등지방두께(㎜) + 0.29275 × 배최장근단면적(㎠) +
0.64099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거세

[11.06398 – 1.25149×등지방두께(㎜) + 0.28293 × 배최장근단면적(㎠) +
0.56781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암

[10.58435 – 1.16957×등지방두께(㎜) + 0.30800 × 배최장근단면적(㎠) +
0.54768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수

[-19.2806 – 2.25416×등지방두께(㎜) + 0.14721 × 배최장근단면적(㎠) +
0.68065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거세

[7.21379 – 1.12857×등지방두께(㎜) + 0.48798 × 배최장근단면적(㎠)
+0.52725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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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한우

육우

성별
암
수
거세
암
수
거세

A등급
61.83 이상
68.45 이상
62.52 이상
62.46 이상
65.45 이상
62.05 이상

※ 단, 젖소는 육우 암소의 산식을 적용한다.

육량지수
B등급
59.70 이상 ~ 61.83 미만
66.32 이상 ~ 68.45 미만
60.40 이상 ~ 62.52 미만
60.60 이상 ~ 62.46 미만
63.92 이상 ~ 65.45 미만
60.23 이상 ~ 62.05 미만

C등급
59.70 미만
66.32 미만
60.40 미만
60.60 미만
63.92 미만
60.23 미만

❍ 둘째,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
- 2015.1월~2016.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우 65만 두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
하더라도 평균 근내지방도 5.5~5.7에서 머물러 장기비육에 인한 근내지방도 상승은
없었음.

※ 선도농가(상위 10%)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 시 근내지방도 6.7∼7.1
- 축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도에 29개월령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바 있으며,
추가로 2018.10월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중
-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
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
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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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내지방도 외 타항목 기준 강화)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
<현행>

<보완>

❍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
- (도매시장·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과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경락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
- (소비자)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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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

❍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
-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300두~450두/h)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킴.
 계란 품질등급 3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랑규격을 모두 나열

❍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
규격에 ‘◯’표시
❍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2018.12.27일부터 시행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 추가

❍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
-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
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
❍ [기대 효과]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

※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되는 경우 연간 1,161억 원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마리당 446천 원)
※※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9억 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5억 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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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0.)

❍ [농식품부, AI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2019.1.10.]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22% 증가※하였고,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AI 예방을
위해 1월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

※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108만 마리 → 132)
※※ 2018.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항원 46건 검출(작년 동기 42건
대비 9% 증가)

- (야생조류 예찰)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163%로 확대(1~2월, 5,342건 → 8,708),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인근 지역 방역 강화※

※ 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예찰 강화,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간 소독 강화 유지
- (가금농가 특별점검) △철새가 다수 도래한 지역(9개 도(道))과 방역취약대상(877개소※)
일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AI 예방 활동에 집중, △농식품부 중앙기동
점검반이 직접 방역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 전국 오리농가(539호), 최근 입식농가(51호),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 가금농가 왕겨
공급업체(174개소), 백신접종팀(102개)
- (당부사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매일 소독시설과 물품을 꼼꼼히 점검, △노후된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축산시설에 대하여
방역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
❍ [농식품부,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7N7형) 확진, 2019.1.10.] 농식품부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강원 강릉시(남대천)에서 채취(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019.1.10일 저병원성 AI(H7N7형)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전남 영암(영암천) 야생조류 H7N7형 AI 항원 검출, 2019.1.10.]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영암천)에서 채취(2019.1.7.)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2019.1.10일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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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이슈 브리프 1

2019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할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등
2019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할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 GS&J에서 발간한 2019 TOP 5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2019.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발표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1.

•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란

2.

•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

3.

•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4.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통상 문제

5.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 문제

❙참고: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1.

•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논란

2.

• 무허가 축사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 논란

3.

• 문재인 농정 그리기와 농업·농정 개혁 논의

4.

•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논란

5.

•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논란

❙참고: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1.

• 쌀 공급과잉과 양정개혁

2.

• 가축방역문제와 축산업 개혁 논의

3.

• 직접지불제 전면적 개편 논의

4.

• 대선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농정방향 논쟁

5.

•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그 파장

※ 내용은
2017년(시선집중
GSnJ_제 228호,
2017.1.게시된
10.), 2018년(시선집중
Gs&J 인스티튜트
홈페이지에
자료 참고 GSnJ_제248호,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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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OECD 포용적 녹색성장과 일자리

※ OECD에서 개최한 ‘2018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포럼(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OECD GGSD포럼:
포용적 녹색성장과 일자리, 2018.12.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2018.11.27.~11.29.,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포용적 녹색성장※을 주제로 ‘2018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포럼(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을 개최

※ Inclusive solutions for the green transition: competitiveness, jobs(skil s) and social dimensions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이 노동자, 가구, 지역 등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포용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결정자, 산업계, 노동부문, 시민단체, 학계, 국제기구의 패널
리스트와 300명 이상이 참여
<21세기 포용적 성장의 비밀; Unlocking the inclusive growth story of the 21st century)
❍ 현재 국가기여목표(NDCs)와 파리목표 간에 큰 격차가 있으며, 전 세계 배출량은 줄어들고는
있으나 충분히 빠르지는 않은 실정
- 현재 정책 추세대로라면 4~5도 증가, NDCs 이행 시 3도 증가 수준으로서, 파리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0~60년 내 ‘net zero’ 필요
❍ 기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톱니효과, △급속한 도시화와 인프라 구축,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 △비가역적 환경 임계점(tipping point) 등으로 향후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
❍ 기후변화는 과거 인류가 직면한 문제와 다르며, 대중의 이해와 공동의 대응을 유도하기 어려움.
굉장히 큰 규모의 영향

리스크와 불확실정 증대

결과가 나타날때까지
장시간 소요

원인과 결과의
공공성(publicness)

• GHG 농도와 기후에 영향을 • 중요한 것은 배출량의 합계
• 해수 침해(해양수위 상승) • 3도 변화는 3백만 년
미치는 배출량 축적에는 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 4~5도 변화는 수천만 년
• 사막화
상이함.
• 그간 기후 역사는 매우 시간 소요
• 극단적 기후 현상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 비가역적 임계점(tipping •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 대규모 이민과 갈등
points)까지는 조금씩 변화 모두가 책임이 있음.
암시
인류 주거지의 재설정

어디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예측 곤란

비가역적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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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몇 년 안에 저탄소 발전, 성장과 빈곤 절감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프라와 자본, 도시의 역할이 중요
- 인프라 투자가 2배(USD90조) 되는 데 15년, GDP 2배(3%)에 20년, 인구 2배에 40년이
소요될 것이며, 1.5도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GHG 배출량 45%, 2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5% 저감 필요
❍ 기술진보와 비용절감으로 모든 부문에서 합리적인 비용의 탈탄소화가 기술적으로 가능
하며 3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파리목표 달성이 가능함.

※ △탄소집약적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 부문에 걸친 탈탄소화 기술 적용(재생에너지 발전, CCS, 대체연료 사용)

❍ 최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 관리 측면에서 기후대응이 갖는 편익
(co-benefit) 고려 시 기후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함.
❙The Global Benefits of a Decisive Shift to a Low-carbon Economy when Compared with
Business-as-usual❙

❍ 21세기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향후 2~3년 내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
- 향후 5~10년간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촉진을 통해 단기 수요와 성장을 지탱하고 빈곤을
줄여나가야 함.

- 40 -

⎗ 아젠다 발굴

-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확산시켜야 함.
- 향후 20년 내 고탄소 성장은 자기파괴적이며, 저탄소 성장은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성장이 될 것임.
❍ 주요부문 대응으로 △6천 5백 만개 저탄소 일자리 창출, △USD 2.8조의 가용자원 확보,
△대기오염으로 인한 70만 명의 조기사망 회피 가능함.
주요 부문(key sector)

대응(action)

에너지

• 탄소가격제 이행과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로 수익 제고
• 에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

도시

• 도시재생 및 도시밀집화 관리
• 도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
• 차량 공유 사용, 전기 및 저탄소 차량 보급

식량과 토지사용

물

산업, 혁신, 교통

•
•
•
•

산림 훼손 및 황폐와 방지
경관 복구 가속화
기후대응적(climate-smart) 농업 이행
더 나은 식량소비패턴과 쓰레기 저감 지원

•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물 분배
• 회복력있는 물과 위생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
•
•
•

중공업에서의 에너지효율성, 자원효율성, 탈탄소화 노력
플라스틱 가치사슬에서의 배출량 감소
대형차량을 위한 저탄소 해법 모색
혁신과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모든 이들을 고려한 공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zero-carbon 이행의 관리가 필요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중요
- △평생배움 제공, △지역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투자 지원, △지역 경제 촉진을 위한 공공
부문 서비스·활동의 재배치, △사회적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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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대한 녹색화의 영향; Characterising green employment: The impacts
of ‘greening’ on workforce composition>
❍ 미국의 사례를 통해 녹색경제 이행으로 혜택받는 일자리 및 노동자의 전직(轉職)을 지원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
- 미국 노동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직업정보 플랫폼인 O*NET※ 데이터와 녹색직업(green jobs)의
정의를 활용

※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미국직업정보네트워크): 현재 미국의 새로운 직업분류
및 직업정보시스템으로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직업의 작업특성, 입직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스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임금과 고용 등의 노동시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참고: O*NET의 green jobs 정의>
◈ 녹색일자리는 녹색업무와 비녹색업무가 혼재
◈ 문헌조사 → 녹색경제와 관련된 60개 이상의 직업 정보를 수집 → 목록화(a list of job titles) → O*NET의
기존 일자리와 비교
◈ O*NET의 기존 467개 일자리에서 204개의 녹색 일자리 추출
◈ 녹색일자리를 정의하는 주요 접근방법
접근방법(Approach)

기준(Criteria)

사례(Examples)

산출물(output)과 과정
(미국 노동통계사무소)

•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상품과 •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
및 태양광을 사용하는 소매점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업
일하는 노동자
• 생산과정을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더
적은 자연자원을 사용하게 만드는 데
관여하는 임무를 가진 노동자

산업(Eurostat)

• 자연자원 보호와 보전에 직접적으로 •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는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
포함되나 태양광 사용 소매점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음.

녹색화의 결과(O*NET)

• 일자리와 고용요건에 대한 수요 증가 •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 노동자 및
및 변화, 새로운 고용요건의 창출 등
태양광 사용 소매점 노동자
녹색화와 관련된 모든 직업

❍ 미국 노동자의 19.4%가 녹색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녹색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비
간접적(indirectly)’으로 연관
- 총 노동인구의 10.3%가 직업에서 특정 녹색과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1.2%가 녹색경제에
서만 존재하는 직업에 종사
❍ 녹색일자리 간의 전직(轉職)이 더 용이하나, 녹색화는 IT 혁명 등으로 인한 기존의 이행(job
transitions)과 유사한 규모와 범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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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reen 일자리는 몇 가지 특정 기술 측면에서만 녹색직업(green counterparts)과 다르며,
이행 과정에서 직장(on-the-job) 재훈련
❍ 노동 전직(前職)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녹색경제가 단기 성장에 큰 기여가 가능
<독일의 일자리 녹색화와 고용; The greening of jobs in Germany>
❍ 독일에서 일자리 녹색화와 고용 및 임금 상승의 연관성 측정, 분석
- △독일의 일자리 녹색화 측정지표 개발, △일자리 녹색화에 따른 직업, 부문, 지역적 분포,
△일자리 녹색화와 노동시장의 상관관계 연구
- 동 연구를 위해 2006년, 2011~2016년간 독일 연방고용청의 일자리 DB(BERUFENET)를
활용하여 과업 중심의 일자리 녹색지수(task-based greenness-of-jobs index, goji)를 개발
<참고: greenness-of-jobs index, goji>
◈ goji는 각각의 직업 요건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과업(green tasks)과 관련 있는 모든 요건
(requirements)의 총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
◈ 녹색과업(green tasks)은 산출물(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어떤 다른 조직 내 과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직업적 요건
◈ 기존 연구 분석(text mining)을 통해 ‘green task dictionary’를 구성한 후 green tasks 관련 정보가 없는
BERUFENET 정보 재구성
◈ Goji 순위 사례(Top-4, Medium-4, Last-4 in 2016 in Germany)
순위
Top 4
1
2
3
4
Medium 4
1
2
3
4
Last 4
1
2
3
4

직업명

Goji

전문가 - 환경보호
환경자문가
재활용 전문가
환경감사

0.889
0.850
0.769
0.765

목재공
Standardization expert
수리 전문가(Master of hydraulic engineering)
기계기술 전문가(process engineering)

0.083
0.083
0.083
0.083

차량 정비공(motor mechanic)
엔지니어 –에어컨디셔닝 기술
엔지니어 –냉장 기술
교통건축 엔지니어

0.024
0.024
0.024
0.024

❍ Goji를 통해 2016년에 녹색일자리는 785개(19.9%)이며, 이 중 137개 직업의 Goji가 증가,
일자리는 완만한(moderate) 추세로 녹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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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Goji평가에서 녹색일자리와 약한 고용성장세간의 연관성이 관찰된 바, 이는 일자리에
부차적으로 요구된 녹색요건에 기인
❍ 2012년 고용에 핵심적인 녹색요건과 약한 임금상승 간 연관성이, 부가적 고용 녹색요건은
약한 임금하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2012년~2016년 Goji 변화를 통해 일자리 녹색화와 약한 임금상승세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기후정책과 고용; Climate policies and skill-based employment dynamics:
evidence from EU countries>
❍ 1995~2011년간 14개국※과 15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노동인구의 스킬
(workforce skills) 간 상관관계를 분석

※ 유럽연합 14개 국가 명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핵심적인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이들 14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함.)

❍ 기후정책과 관련된 스킬(skills) 변화는 육체노동자와 기술·전문적 노동자와의 대체구성
에서 두드러지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세계화나 ICT 혁명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었음.
- 다만, 기후정책과 관련한 기술·과학적 스킬 선호도가 관리·사회적 스킬 보다 더 두드러
지므로 이 분야에 대한 훈련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결론>
❍ 포용적 저탄소 성장 구현을 위해 향후 몇 년간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도시와
자본(금융)의 역할이 중요※

※ △에너지, △도시, △식량과 토지사용, △물, △산업혁신교통 부문에서의 대응으로 △6천
5백 만개 저탄소 일자리 창출, △USD 2.8조의 가용자원 확보, △대기오염으로 인한 70만
명의 조기 사망 회피 가능

❍ 미국 노동자의 19.4%가 녹색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녹색화로 인한 이행은 기존의
이행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독일의 일자리 DB 분석 결과, 2012년~2016년 사이에 일자리 녹색화와 약한 임금상승세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EU 기후정책과 노동인구 스킬(skills) 연구를 통해 과학적·기술적 스킬 투자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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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8 미국 농업법 개정 주요 내용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Highlights and Implications(2018.12.2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8 미국 농업법 개정 주요 내용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 농업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을 2018년
12월 20일에 서명하였으며, 새로 개정된 농업법은 2023년까지 적용됨. 농업법은 영양
보조 프로그램, 작물보험, 품목별 농가지원과 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 현재 농업법은 기존 농업법과 비교할 시 농업 및 식품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는 차이가 있음.
-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에서 3개월 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장한 18~49세 성인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고용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며, 예외
(면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변경됨.
❍ 작물 보험 및 품목별 농가지원 항목은 2014년 농업법에서 지원한 범위보다 축소될
전망이며,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기존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무역, 연구
분야, 에너지, 특용작물, 유기농산물, 로컬푸드와 신규농 및 관행농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농업법에 근거한 2019~2023년 농업예산은 기존 농업법에 기반한 예산보다
18억 달러 증가(1%)에 그칠 전망임.
- 미의회 예산처는 2018년 농업법 예산안의 약 76%가 국민 영양 부문이며, 작물
보험이 9%, 환경보전 프로그램이 7%, 품목별 농가지원이 7%이며, 기타 분야가 1%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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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유럽연합의 주요 농정 이슈
※ IEG Policy에서 발표한 “Food & Agriculture Outlook 2019(2018.12.20.)”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의 주요 농정 이슈
❍ IEG Policy는 글로벌 전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마(Informa Plc)의 자회사로서
유럽연합 농식품 정책에 관한 최신 뉴스와 시장 상황을 제공하고 있음.
❍ IEG Policy는 2018년 12월 20일 유럽연합의 농식품 정책 동향과 전망을 담은 “Food &
Agriculture Outlook 2019”를 발간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2019년 주요 농정
이슈는 1) 공동농업정책 개혁, 2)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 대응, 3) 불공정관행(Unfair Trading
Practice) 지침, 4) 브렉시트, 5) 식품표시제, 6) 탄산음료세 및 설탕세, 7) 팜오일 퇴출정책임.
- 1) 공동농업정책 개혁: 2021~2027 중장기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CAP 개혁은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올해(2019년) 새로운 의회
의원이 선출된 이후에는 세부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음.
- 2)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 대응※: 2018년 유럽의 여름은 극심한 기상조건을 보인 해임. 5월 초
강우량 부족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6~8℃ 높아 전반
적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음. 이에 Farm Europe는 재보험, 보험 프리미엄
감소, 소득 손실 보전 등의 기능을 하는 17억 유로 규모의 ‘유럽농업위기펀드
(European Agriculture Crisis Fund)’ 조성을 제안한 바 있음. 또한, 공동농업정책은
정밀 농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참고: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_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2019.1.2.)

- 3) 불공정관행 지침: 2018년 4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공급체인에서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관행(신선식품 지불 지연, 마지막 주문 취소, 계약의 일방적·소급적 변화,
폐기물에 대한 지불 강제)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음.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규정의
적용대상이나 기존 규정들 간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지속될 것임.
- 4) 브렉시트: 2019년에도 45년 동안 이루어졌던 유럽연합의 지역 통합 노력이 역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 농식품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상업적·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브렉시트의 충격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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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품표시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는
식품정보규제법(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 FIC–1169/2011)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음. 이번 시행령 채택으로 이미 자국 내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과 이를 단일시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하는 회원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참고: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_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2019.1.7.)
- 6) 탄산음료세 및 설탕세: 2018년 영국의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 탄산음료세와 설탕세는 정부의 세입이 되는 동시에 기업들의 제품조정으로 정책
목적 달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성급한 도입보다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등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참고: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_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2019.1.2.)
- 7) 팜오일 퇴출정책: 2018년 6월 유럽연합 의회는 산림파괴(deforestation)를 이유로 2020년
부터 바이오디젤 원료로 팜오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프랑스 정부 역시 팜오일 사용 규제에 동참했고,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기업도 지속
가능한 팜오일 사용 계획을 발표함. 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출국들은
팜오일 생산과 산림파괴 간에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9년에도 팜오일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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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 일본농업신문 「流通業者に聞く「１９年農畜産物トレンド」 価格・数量とも「安定」「自由化」対応が鍵 」
(2019.1.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 일본농업신문에서 슈퍼나 생협, 전문소매점, 외식, 도매업자 등 약 300곳의 판매 담당자에게
2018년 11월 중순에 설문지(채소, 과일, 쌀, 축산물, 화훼 다섯 부문)를 배포하여 총 146곳에서
회답을얻음.

❍ 2019년 농축산물 트렌드 키워드(복수응답)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안정(가격·수량)’이 44%로 1위를 차지하였음. 최근 이상기후와 잇따른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시세 변동이 심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위인 ‘안전·안심’은 4년 만에 선두에서 밀렸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무역 개방에 따라 국내산 농축산식품의 안전·안심 부분에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상’은 전년도 보다 순위가 오른 3위를 차지하였음.
❍ 4위는 ‘소비세 인상 대응’으로 식품의 경우 경감세율이 도입되지만, 소비세 인상※ 영향
으로 소비침체를 예상하는 유통업자가 많은 상황임. 5위는 ‘건강’으로 여전히 건강에
좋은 기능성 식품을 찾는 경향을 보임.

※ 신선식품이나 중식(간편식)의 소비세율은 8%로 변화가 없으나 외식은 2%p 상승한 10%임.

❍ 6위는 ‘간편·짧은 시간’, 8위는 ‘소용량’으로 둘 다 전년도 조사보다 순위가 상승함.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에 2위를 차지한 ‘맛’은 이번 조사에서는 7위로 순위가 내려왔음.
❍ 2020년 개최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9위인데 이는 유통업자들의 농축산물이나
식품 공급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올림픽을 계기로 식품유통 글로벌화가
진행할 것이라는 유통업자의 의견도 있었음.
❍ 또한, ‘수입·무역 자유화’도 동일하게 9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11) 발표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순위권에 들어왔음.
❍ [2019년 경기 전망] ‘변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50%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았으나 ‘약간 악화’가 19%p 증가한 36%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약간
호전’이 20%p 감소해 1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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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축산물 판매 키워드 10 (복수응답)❙

주: < >는 2018년 순위이며 <新>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임.
출처: 「流通業者に聞く「１９年農畜産物トレンド」 価格・数量とも「安定」「自由化」対応が鍵 」
(일본농업신문, 2019.1.7.)
❍ 부문별 트렌드를 보면 채소 부문에서는 군고구마에 적합한 고구마 ‘실크스위트’ 등
특색을 가지고 있는 신품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일 부문에서는 변함없이
맛을 중시한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
❍ 간편한 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냉동 쌀밥에도 관심이 늘고 있으며, 축산물은
지난해에 이어 브랜드 차별화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우유·유제품에서는 저당질
요구르트 등 기능성을 중시하는 상품 개발이 진행됨.
❙부문별 2019년 인기 판매 경향❙
구분

주요 내용

채소

• 고구마 ‘실크스위트(シルクスイート)’ 등 특색 있는 품종이 인기
• 사용하기 편한 채소 인기

과일

• 변함없이 맛을 중시함.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호
• 인지도가 높아진 신품종에 대한 기대

쌀
육류
우유·유제품

화훼

• 1인 가구가 늘어 밥을 간편하게 짓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해짐.
• 보존성이 높은 냉동 쌀밥에도 관심
• 브랜드육 판매로 인한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음.
• 올림픽 기간에 맞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에도 주목
• 간편한 영양식으로 요구르트 수요 확대
• 저당질 등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소비 환기
• 산지에서 안정적인 출하 중시
• ‘플라워 밸런타인※’ 판촉 효과 기대
※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밸런타인데이에 서로 꽃을 선물하는 문화 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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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남북경협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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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주요 동향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2019.1.10.)에서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새롭고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며,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이 있을 것”
이라고 언급
- 그러면서 남북경협 같은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사용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예비된 축복이라고 밝혀
-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같은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며 기업
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고 설명
- 그러면서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혀
-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 없지만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임을 강조
❍ 한편,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5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국내 종자·
묘목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에도 대북지원용 양묘장 3개를 짓는다고 보고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자료: “정부, 남북경협 박차…野“비핵화 선행돼야””(파이낸셜뉴스, 2019.1.9.), “문 대통령
“남북 경협, 우리 경제에 획기적 성장동력 될 것””(KBS, 2019.1.10.), “[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남북경협, 우리 경제의 획기적 성장동력”-14”(연합뉴스, 2019.1.10.)
“文대통령 “남북경협이야말로 획기적 성장동력, 하나의 축복””(조선일보,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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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중국, 베트남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
자료 : 관세청(2018.12.31.)

개요
❍ [관세청, 2019년도 중국, 베트남 관세율 철폐 및 인하품목 안내, 2018.12.31.] 관세청은 2019년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관세철폐 및 인하에 따라 이들 품목을
안내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 (한-중국 FTA)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
- (한-베트남 FTA)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

※ 한-중국 FTA에 비하여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되어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그치기때문
주요 내용
<2019년 관세율 완전 철폐 품목>
❍ [한-중국 FTA]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2018년도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2018년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
❍ [한-베트남 FTA]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
용품, 그라인더 등이 2018년도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2018년도 4~6%에서 0%로 완전 철폐
<2019년 관세율 인하 품목>
❍ [한-중국 FTA]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이 2019년도에도 여전히 고세율(12.5~48.7%)이나, 2018년도에 비하여 세율이
2.5~3.3% 인하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식용뿌리, 수수·귀리·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이 여전히 고세율(30~508.7%)이나, 세율이 3~75.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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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3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2018년도에 비하여 세율이 3~6.8% 인하되고,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이
3~5% 인하
<주요 수출입품목>
❍ [중국] △주요 수출품…윤활유(HS2710.19), 벤젠(HS2902.20), 비금속원소(HS2804.61), 전기기기
부분품(HS8538.90), 괴(HS7901.11) 순으로, 2019년부터 각각 0.1~0.4% 세율이 인하가 되며,
△주요 수입품…축전지(HS8507.60), 절연전선(HS8544.30), 산화코발트(HS2822.00), 알루미늄
판(HS7606.12), 완구류(HS9503.00) 순으로, 각각 0.4~0.8%의 세율 인하 혜택
❍ [베트남] △주요 수출품…경질유(HS2710.12), 석유와 역청유(HS2710.19), 화물자동차(HS8704.21),
폴리프로필렌(HS3902.10), 플라스틱 판·시트(HS3919.90) 순으로, 기존 FTA 0%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직 미양허된 품목이며, △주요 수입품…남성용 의류(HS6201.93), LCD(HS9013.80),
여성용 의류(HS6202.93), TV(HS8528.72), 목재펠릿(HS4401.31) 순으로, FTA 0% 세율을 적용
받거나 세율인하가 없는 품목으로 추가 관세혜택은 없을 전망
❙2019년 관세 철폐·인하된 수출입 품목 수❙
□ 2019년도 특혜실익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되는 상대국 품목 수(수출품목)
구분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단계적 철폐(HS8)
4,225
144

완전 철폐(HS8)
1,679
47

계
5,904
191

□ 2019년도 특혜실익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되는 우리나라 품목 수(수입품목)
구분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단계적 철폐(HS8)
4,348
57

완전 철폐(HS10)
1,433
134

계
5,781
191

※한-중FTA의경우발효시점부터미양허품목이많아5년차에신규특혜실익이있는품목으로전환된품목수가
많은 반면, 한-베트남 FTA의 경우 기존 무관세 품목이 많아 2019년 신규 전환 품목수가 많지 않음.
❙한-중국 FTA 관세양허 수준❙
품목군
전체
일반
품목

즉시 철폐
5년 내
10년 내
소계

한국 양허
품목수(개)
비중
12,232
100%
6,108
50%
1,433
12%
2,149
18%
9,69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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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허
품목수(개)
비중
8,194
100%
1,649
20%
1,679
20.5%
2,518
31%
5,846
71%

⎗ 통계·조사

❙한-베트남 FTA 관세양허 수준❙
한국 양허

구분
전체
한-아세안FTA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8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소계
총합계

품목수(개)
12,232
11,169
91
216
134
7
48
3
499
11,668

비중
100%
91.3%
0.7%
1.8%
1.1%
0.1%
0.4%
0.02%
4.1%
95.4%

베트남 양허
품목수(개)
9,471
8,245
65
16
47
29
6
106
3
272
8,517

비중
100%
87.1%
0.7%
0.2%
0.5%
0.3%
0.1%
1.1%
0.03%
2.9%
89.9%

❙2019년도 세율 완전 철폐 품목❙
세번(HS6)
8443.39
6203.33
9202.10
9205.10
6204.62
세번(HS6)
7020.00
8521.90
6406.20
8215.20
8509.40

對중국 수출
품목명
감열복사기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트럼본
여성용 바지
對베트남 수출
품목명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신발 뒷굽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믹서

2018
4
3.5
3.5
3.5
3.2

2019
0
0
0
0
0

세번(HS6)
2206.00
4203.10
5007.20
5801.26
5804.10

2018
8
7
6
5
5

2019
0
0
0
0
0

세번(HS6)
2203.00
0305.63
0305.69
0712.39
2009.31

對중국 수입
품목명
기타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셔닐직물
인조섬유 직물
對베트남 수입
품목명
맥주
멸치젓
조기
표고버섯
레몬주스

2018
3
2.6
2.6
2.6
2.6

2019
0
0
0
0
0

2018
6
4
4
4
4

2019
0
0
0
0
0

2018
584.4
384.8
623.5
36.6
33

2019
508.7
342.4
584.5
33.3
30

2018
308.5
176.8
30
27
18

2019
280.5
160.8
25
22.5
15

❙2019년 세율 단계적 철폐 품목❙
세번(HS6)
2205.10
0210.91
0807.20
2003.10
2005.40
세번(HS6)
8703.24
8714.99
0207.11
8408.20
8516.71

對중국 수출
품목명
포도주(2L이하)
건조・훈제 육
파파야
버섯조제품
완두
對베트남 수출
품목명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가금의 육・식용설육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2018
52
15
15
15
15

2019
48.7
12.5
12.5
12.5
12.5

세번(HS6)
0714.10
1104.12
1007.10
2009.31
2008.19

2018
40.8
19.2
20
10.7
10.7

2019
34
12.8
15
7.1
7.1

세번(HS6)
0713.32
1108.19
2008.97
0810.60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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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입
품목명
건조한 식용뿌리
귀리 가공곡물
수수종자
레몬・라임주스
코코넛
對베트남 수입
품목명
팥
고구마로 만든 전분
과실 칵테일
두리안
구아바, 망고

⎗ 통계·조사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0.)

개요
❍ [농촌진흥청,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2019.1.10.] ] 2018년 3월
부터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의 가축과 관련된 30회의 상담에 779명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한 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60대(30.4%)가 가장 많았고, 평균 사육
경력은 17년으로 조사

※ 맞춤형 종합 상담: 축산 농가의 기술 수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 지역을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컨설팅 주요 추진실적>
◈ (운영기간) 2018.3.22.~9.18.
◈ (축종별 종합컨설팅) 30회 779명(한우 23회, 젖소 2회, 양돈 4회, 양계 1회)
※ (축종별) 한우 23회 644명, 젖소 2회 45명, 양돈 4회 57명, 양계 1회 33명
※ (주관별) 중앙 7회 189명, 도원 1회 12명, 시군센터 16회 433명, 농협 6회 145명
※ (유형별) A형1(개별+방문컨설팅): 11회 269명 / A형2(개별+집중컨설팅): 5회 139명 / B형(개별컨설팅):
14회 371명
◈ (당일설문) 만족도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588명 설문): 4.63점(5점 척도), 만족 94.7%(4점 이상)
※ 추이: (2011) 4.48점 → (2012) 4.35 → (2013) 4.39 → (2014) 4.57 → (2015) 4.62 → (2016)
4.62 → (2017) 4.51
◈ (사후설문) 만족도 조사결과(* 컨설팅 추진 한달 후 전화설문)
- 종합만족도(307명 설문): 4.30점(5점 척도), 만족 93.5%(4점 이상)
※ 컨설팅 추진 한 달 후 사후조사: 新 고객환류 시스템, (2016) 4.30 → (2017) 4.42
- 현업적용도: 3.14점(5점 척도)
※ 추이: (2016) 3.88 → (2017) 3.85
◈ (컨설팅 참여자 분석) 총 779명 중 평균연령은 53.9세로 지난해보다(58.8세) 5세 낮았으며, 60대가
30.4%로 가장 많았음. 평균 사육경력은 17년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농가가 전체의 94.7%로, 지난 7년간의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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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반응>
◈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구조개선, 사양 및 질병 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되었음(경남 합천군 박OO).
◈ 평소 농가수취가격(농가가 받는 가격)을 높여 소득 증가에만 관심이 많았음. 경영비 절감, 특히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됨(경남 함안군 김OO).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달리 내가 겪고 있는 애로 기술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음. 또한, 다른 분의 질의·응답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경남 진주시 손OO).
◈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은 강사 한 명에 다수의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었으나 이번 교육은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전남
담양군 조OO).

1.

(당일설문) 만족도 조사 결과

* 당일설문(588명)

❍ [항목별] 컨설팅 분야, 현업도움, 운영 방법 등 종합만족도(4.63점)와 비슷하였으나, 컨설팅
시간(4.23점)과 시기(4.31점)는 비교적 낮아

❍ 축종별 컨설팅 분야 선호도
- (한우 농가) △알맞은 인공수정 판단 방법 등 번식 분야(18.4%), △송아지 설사병 원인과
예방법 등 질병 분야(17.5%)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
- (젖소 농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25%),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재배 기술 등 풀사료 분야(14.3%)를,
- (돼지 농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미돼지 키우는 방법(28.4%), △구제역·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질병 예방(27.3%)에 관심이 많았으며,
- (닭 농가) △뉴캐슬병, 콕시듐 등 질병 예방(44.4%), △환기 팬 설치 방법 등 환경 분야
(29.7%)에 대한 관심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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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번식 > 질병 > 사양 > 개량 > 초지사료 > 환경 > 경영❙
구분

계

번식

질병

사양

개량

초지사료

환경

경영

빈도수

912

168

160

152

144

112

89

87

비율(%)

100

18.4

17.5

16.7

15.8

12.3

9.8

9.5

❙젖소: 사양 > 번식 = 초지사료 > 질병 > 환경 > 개량 > 경영 > 가공❙
구분

계

사양

번식

초지사료

질병

환경

개량

경영

가공

빈도수
비율(%)

84
100

21
25.0

12
14.3

12
14.3

11
13.1

9
10.7

8
9.5

7
8.3

4
4.8

❙양돈: 사양 > 질병 > 환경 = 경영 > 번식❙
구분
빈도수

계
95

사양
27

질병
26

환경
18

경영
18

번식
6

비율(%)

100

28.4

27.3

19.0

19.0

6.3

❙양계: 질병 > 환경 > 사양 > 경영❙
구분

계

질병

환경

사양

경영

빈도수

27

12

8

5

2

비율(%)

100

44.4

29.7

18.5

7.4

2.

(사후설문) 만족도 조사 결과

* 사후설문(307명)

<사후설문 조사내용>
◈ (조사방법) 컨설팅 추진 한 달 후 전화 설문: 표본조사
◈ (대상자) 매회 컨설팅 참가자 중 10명 정도
◈ (내용) 종합만족도, 시간의 적절성, 현업적용도, 운영방법 개선사항 등

❍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후설문 종합만족도는 4.30점(5점 척도)이며 현업적용도는 3.14점
(5점 척도)
❙가장 도움이 된 분야❙
구분

계

경영

개량

번식

사양

환경

질병

초지

가공

기타

없음

인원(명)

307

25

27

51

49

27

91

24

3

4

6

❙미흡한 분야❙
구분

계

경영

개량

번식

사양

환경

질병

초지

가공

기타

없음

인원(명)

307

4

3

4

1

6

-

2

-

1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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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가 대체로 낮아
- 연령대가 낮은 영농승계자 중심의 그룹화 컨설팅(집단 상담) 추진 시 컨설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농업인 의견>
◈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궁금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고 상당히 만족함.
◈ 컨설팅 시간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해주면 좋겠음.
◈ 컨설팅 추진 시 농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확대 희망함.
◈ 1:1 컨설팅과 소규모, 작목반 단위 컨설팅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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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2019.1.9.)

개요
❍ [세계은행,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9.1.9.] ] 세계은행
(WB)은 2019.1.8일(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간 1.9.(수) 06:00)에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

※ 세계은행(WB)은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주요 내용
❍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하방요인(downside risk)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전망
(18.6월) 대비 0.1%p 하락한 2.9%※로 전망

※ 성장률 전망(%, 시장환율 기준): (2018) 3.0 → (2019) 2.9 → (2020) 2.8
※※ IMF･OECD 등은 PPP환율 기준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며, WB 전망을 PPP기준으로
환산 시 3.5%(※ 참고: IMF(2018.10월) 3.7%, OECD(2018.11월) 3.5%)

- 국제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약화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일부 신흥국들은 금융
시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
- 선진국은 2019년 2.0% 성장이 예상되며, 신흥·개도국은 대외수요 둔화, 차입비용
증가,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라 4.2%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성장률 전망(2018.6월 → 2019.1월, %): (선진국) 2.0 → 2.0(동일), (신흥‧개도국)
4.7 → 4.2(△0.5%p)
- 특히, 신흥국의 경우 차입비용 증가로 자본유입이 제한되고, 그동안의 부채증가로 금융
시장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며, 무역긴장 고조로 글로벌 성장둔화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6.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의 금융 불안, 러시아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 (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소비와 투자 개선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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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참고: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2019.1월) 상 정책제안 요약>
◈ (선진국) 거시정책 완충(buffer) 재건, 개혁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장기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이민
정책 자제, 원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체계 구축 노력
◈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조치, 부채위험
증가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제고※
※ 인적자본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 무역자유화 및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등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단위: %, %p)❙
구분

2017

▪ 경제성장률(시장환율 기준)
◾ 세계
3.1
(PPP환율 기준※)
(3.7)
ᄋ 선진국
2.3
- 미국
2.2
- 유로지역
2.4
- 일본
1.9
ᄋ 신흥국
4.3
- 원자재 수출국
1.7
- 원자재 수입국
6.1
(동아시아·태평양)
6.6
- 중국
6.9
(유럽·중앙아시아)
4.0
- 러시아
1.5
(중남미)
0.8
- 브라질
1.1
(중동·북아프리카)
1.2
(남아시아)
6.2
- 인도
6.7
(사하라이남)
2.6
- 남아공
1.3
▪ 국제무역량
5.4
(전년 대비)
▪ 국제유가
23.3
(전년 대비)

2019f(전망치 비교)
2018.6월 2019.1월 조정폭
(A)
(B)
(B-A)

2018e

2019f

2020f

2021f

3.0
(3.6)
2.2
2.9
1.9
0.8
4.2
1.7
5.8
6.3
6.5
3.1
1.6
0.6
1.2
1.7
6.9
7.3
2.7
0.9

2.9
(3.5)
2.0
2.5
1.6
0.9
4.2
2.3
5.5
6.0
6.2
2.3
1.5
1.7
2.2
1.9
7.1
7.5
3.4
1.3

2.8
(3.6)
1.6
1.7
1.5
0.7
4.5
2.9
5.6
6.0
6.2
2.7
1.8
2.4
2.4
2.7
7.1
7.5
3.6
1.7

2.8
(3.6)
1.5
1.6
1.3
0.6
4.6
2.9
5.6
5.8
6.0
2.9
1.8
2.5
2.4
2.7
7.1
7.5
3.7
1.8

3.0
(3.8)
2.0
2.5
1.7
0.8
4.7
3.0
5.8
6.1
6.3
3.1
1.8
2.3
2.5
3.3
7.1
7.5
3.5
1.8

2.9
(3.5)
2.0
2.5
1.6
0.9
4.2
2.3
5.5
6.0
6.2
2.3
1.5
1.7
2.2
1.9
7.1
7.5
3.4
1.3

△0.1
(△0.3)
0.0
0.0
△0.1
0.1
△0.5
△0.7
△0.3
△0.1
△0.1
△0.8
△0.3
△0.6
△0.3
△1.4
0.0
0.0
△0.1
△0.5

3.8

3.6

3.5

3.4

4.2

3.6

△0.6

30.7

△2.9

0.0

0.0

△1.4

△2.9

△1.5

※ 세계은행은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IMF·OECD 등 여타 기관은 구매력평가
(PPP) 기준 사용(일반적으로 시장환율이 실제 구매력에 비해 저평가되어있는 신흥국의 경우, PPP 환율
적용시 시장환율 적용시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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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