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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확정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00억 원 지원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개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8년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2019년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전자 변형 농산물(옥수수, 면화, 대두) 재배 추세 분석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8년 유럽연합 농업 주요통계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8년 식량·농업·농촌백서 구성안
언론 동향 ❙ 미세먼지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

▮통계·조사
•
•
•
•
•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2018년 인삼 수출 현황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교역 현황
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6년 연속 한국 세계 1위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2.)

개요
❍ [기획재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2019.1.22.] 설 명절을 맞이하여 1.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민생근심 덜고, 지역경제 활력 살리는 설 명절

주요
과제

 장보기 부담 덜고 소비자
혜택 확대

• 성수품 공급확대, 할인행사로 수급·가격 안정
• 국산 농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 부정유통, 먹거리안전 등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제고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지원 등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축제, 근로자휴가지원
등을 종합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취약계층과 나누고 상생
하는 명절조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금지원 확대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소외계층 지원 강화

 국민불편은 줄이고 안전
사고는 예방

• 교통·화재 등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감축
• 의료·교통·우편·화재 등 비상대응체제 유지

주요 내용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를 활용
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

❍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별 교부세 등을 900억 원 수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 집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1만 명 수준),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 원, 보건복지부 재정일자리 68.5만 개
(8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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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

※ 2018년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1.47조 원): 서울: 19.9%, 기타지역: 80.1%(부산: 16.9%,
경북･경남: 11.3%, 전북･전남: 8.8%. 경기: 7.8% 등)
※※ 전통시장상품권: 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 원

❍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2.28.),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

※ 참가업체 수: (2011) 55개 → (2018) 778개 → (2019) 830여 개 / 숙박, 관광, 교통 등 할인
/ 템플 스테이, 지역리조트 할인, 1박 2일 버스 등 지역관광 컨텐츠를 폭넓게 제시
※※ 농촌체험 프로그램(숙박, 음식, 특산물 등 할인) 어촌체험마을 5개소 선정 및 맛집･체험
프로그램 운영, 겨울에 떠나는 섬 관광 10선 홍보 및 경품이벤트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설 연휴기간 태백산 눈꽃축제 관련 관광상품 할인, 국내여행
SNS 후기이벤트, 내고향 주변 관광지 추천 등 프로모션 진행

2.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2018년 설 대비 +5.5조 원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2018.설) 27.6 → (2019.설) 33.0조 원
-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018.설) 0.9 → (2019.설) 1.0조 원 등

※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신용보증기금)

❍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
❍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 집행(4,4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노략자 등 대상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문화이용지원 등

3.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토록 노력

❍ 2019년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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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배추, 무, 밤 등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대추는 보합수준
-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의 경우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설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
(aT·임산물 소매기준)
1월 중순가격
전년 대비(%)

배추
(원/포기)
2,658
△12.5

무
(원/개)
1,400
△10.8

사과
(원/10개)
23,655
16.2

배
(원/10개)
36,997
30.8

밤
(원/1kg)
5,100
△29.6

대추
(원/1kg)
16,160
0.3

◈ (축산물) 사육수 증가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이 전년 대비 하락
- 닭고기의 경우 겨울철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짧은 사육기간(1달) 고려 시 빠른 시일
내 수급여건이 개선 기대
쇠고기
(원/100g)
8,095
△1.1

(aT 소매기준)
1월 중순가격
전년 대비(%)

돼지고기
(원/100g)
1,711
△2.8

닭고기
(원/1kg)
5,753
25.0

계란
(원/30개)
4,969
△6.3

◈ (수산물) 생산 부진이 지속된 오징어를 제외하고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모두 전년 대비 가격 하락
(aT 소매기준)
1월 중순가격
전년 대비(%)

명태
(원/1마리)
2,348
△8.5

오징어
(원/1마리)
3,882
14.9

갈치
(원/1마리)
4,845
△14.8

조기(부세)
(원/1마리)
3,938
△6.1

고등어
(원/1마리)
1,965
△18.4

❍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644개소, 전년 대비 +35개소)

※ 평시 대비 일일공급량: (농산물) 1.7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 실시(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
※※ (AI)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2019.2.), 철새 도래지 예찰확대(2018: 5,342 →
2019: 8,708건)

- 가축전염병※(AI,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

※ 기상상황 양호(기온, 강수량 평년수준 전망), AI 발생 0건 등 현재까지 안정적 상황

4.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

❍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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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 점검(~1.31.),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 실시
- 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연안여객선(158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1.7.~1.22.),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등 실시(2.1.~2.10.)
◈ (화재) 영화관, 고시원, 전통시장 등 8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실시(1.8.~1.22.),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 사전배치(2.1.)
◈ (가스·전기) 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5천 대
특별 점검(1.21.~2.1.)
◈ (산재)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1.28.~2.1./2.7.~2.13.)

❍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
하고, 대응체제 강화

※ 해양재난 24시간 특별 상황실(2.2.～2.6.), 도로제설대책반 편성(1.20.～2.6.),
국립공원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2.2.～2.6.), 산재 관련 비상대응체계(2.2.～2.6.)
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2.1.～7.) 등

❍ 한편,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과제 및 일정❙
세부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16.~2.4.
1.14.~2.1.
1월 중

국토교통부

1.28.~2.6.

관세청

1.21.~2.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1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1.2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월 중

행정안전부

1.23.~1.25.

통계청

1.21.~2.1.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1.14.~2.1.
1.15.~1.2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7.~2.1.

환경부

1.21.~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4.~1.18.
1.14.~1.25.

 장보기 부담은 덜고, 소비자의 혜택은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 15대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한파 및 AI 대비를 통한 수급안정
- 특별교통대책 수립, 설 성수품 특별수송대책 추진
- 제수용·선물용 물품 신속통관 특별팀 운영
▪ 직거래 및 특판행사 등 소비 촉진

- 농·임·수협 특판장, 로컬마켓, 특판 등 확대
- 우체국 쇼핑 설 할인행사

- 농수산식품 선물 캠페인, 알뜰 소비정보 제공
- 정부청사 직거래 장터 운영
▪ 물가점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일일물가조사(32개 품목)
-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 수입가격 공개대상 확대(기존 60개+5개 성수품)

- 농수산물 부정유통, 축산물, 수산물 위생감시
- 과대포장행위 억제 집중 점검
-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 수입 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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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관세청

1.21.~2.15.

공정거래위원회

연휴 2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1.4.~1.31.

행정안전부

1.26.~2.6.

중소벤처기업부

1.21.~31.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

1월 중

-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소비 촉진

행정안전부

1월 중

- 고용산업 위기지역 목적예비비 지원

기획재정부

1~2월

- 일자리, 지자체 재정사업 신속집행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1~2월

보건복지부

1~2월

문화체육관광부

1.17.~2.28.

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

1~2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월

- 근로자휴가지원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1~2월

- 박물관 등 시설 무료개방 및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1~2월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연휴기간

- 역귀성 특별상품 운영 등 설 열차승차권 운영

국토교통부

연휴기간

- 지자체, 공공기관, 관공서 주차장 무료개방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연휴기간

- 중앙·지방공무원 연가사용, 국내 여행 독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연휴 전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1.6.~2.20.

중소벤처기업부

1~2월

금융위원회

12.3.~5.31.

중소벤처기업부

1~2월

- 공공조달 공사대금 조기지급, 선금, 네트워크론 지원

조달청

연휴 전

-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장

조달청

연휴 이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14.~~2.1.

행정안전부

1~2월

- 중소·영세기업 부가세 조기 지급

국세청

연휴 전

-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

1월 중

-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

관세청

1.21.~2.1.

- 과다납부 법인세 직권 환급

국세청

연휴 전

고용노동부

2.1.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 항공권, 배송지연 등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비여력 확충
- 전국 전통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전요원 배치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한도 상향
-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복지포인트 활용

- 1~2월 중 재정지원일자리 81.8% 집행
▪ 지역관광 활성화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17.~2.28.), 홍보
- 지역별 설연휴 축제 개최, 관광상품 홍보

- 농촌 및 어촌 섬관광 이벤트 진행

 취약계층과 나누고 상생하는 따듯한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1~2월 중 신속 집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대출 지원
-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

- 건설, 항만 등 하도급 대금 신속지급 지도
- 지자체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집중관리

- 일자리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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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고용노동부·법무부

1월 중

- EITC, CTC 조기지급

국세청

연휴 전

- 저소득층 미수령 환급금 발굴 및 지급

국세청

연휴 전

-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조기 지급

교육부

연휴 전

보건복지부

1월 중

- 복권기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조기 집행

기획재정부

1~2월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사회봉사명령 집행

행정안전부, 법무부

1.26.~2.28.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보건복지부

연휴기간

- 연휴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비상근무 유지

보건복지부

연휴기간

- 결식아동 급식지원, 급식 대체 수단 확보

보건복지부

연휴기간

-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제 유지

여성가족부

연휴기간

- 특별교통 대책기간 지정 및 대책본부 운영, 교통수단 증편 등
특별교통대책 수립·운영

국토교통부

2.1.~2.7.

- 긴급화물 처리 등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2.2.~2.6.

관세청

연휴기간

보건복지부

연휴기간

환경부

1.2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2.8.

여성가족부

연휴기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1.14.~2.1.

- 항만, 어항, 여객·화물선,터미널 등 특별 안전점검

해양수산부

1.21.~2.1.

- 도로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1.20.~2.6.

- 산재사고 비상대응체제 운영 및 특별 안전점검

고용노동부

연휴 전후

환경부·산림청

연휴기간

행정안전부

연휴기간

소방청

1.21.~2.7.

행정안전부

연휴기간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인정확대
▪ 결식아동, 노숙인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연휴기간 불편은 줄이고, 안전사고는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 교통·의료 등 대응 체계 구축

-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선적기간 연장
▪ 의료, 쓰레기, 우편, 아이돌봄 등 불편 방지
-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약국 운영·점검
-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 우편 집중국 관리 등 우편특별수송대책 추진
-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특별 안전점검 등
- 전기가스 취약시설 사전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국립공원, 산불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운영 및 한파 대응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유지 및 일일상황점검
-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 안전관리 강화
- 한파 및 폭설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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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3.)

개요
❍ [기획재정부,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확정, 2019.1.23.] 1.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
- (주요 목적)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
- (주요 내용)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②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③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주요 내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하여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롭게 마련
❍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 추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예비타당성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
❍ 저소득 실직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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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아동권리 보장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 추진
- 장애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에 착수
❍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과 연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하고,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의 통폐합·조정
-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
으로 통합
- 재원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 및 ‘문예기금·체육기금※※’의 사업·
재원 조정 제도화

※ 농특회계의 대단위농업개발사업(2019년 이후 5,891억 원)을 농지기금으로 일원화
※※ 체육기금의 문예기금 전출확대(2020년 1,000억 원 이상) 및 지원 제도화 검토

- 에특회계·전력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의 전력
기금 이관 검토 등
❍ [향후 계획]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지출혁신 2.0」 16개 과제❙
과제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①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②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③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④ 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정비
⑤ 절차의 신속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⑦ 사회적 가치 중심 재정운용
⑧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및 연계 강화
⑨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⑩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⑪ 장애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⑥ 농림예산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⑫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⑬ 전략적 지출검토 추진
⑮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
⑭ 국가-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⑯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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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00억 원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2019.1.22.)

개요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00억 원 지자체 지원, 2019.1.22.]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주요 내용
❍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이 연간 2조 원 풀릴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돌입
❍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계의 명절 제수용품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할인율, 판매처 및 사용처 등 확인 가능

❍ 한편,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비※를 빠르게 내려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추경편성안이 1.22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

※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상반기 연간 수요의 6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50%를 대상으로 지원액 산정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하였으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
❍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가 지급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가 지급
❍ 총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2019년 1조 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 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

※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4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50%가
하반기에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나, 판매실적 및 추가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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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도입예정 지자체 현황(2019.1.10. 기준)❙
구분

계

광역

기초

제도 旣 도입(70※)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24
1
1
2
1
1
-

5
1
1
1
-

119
1
1
1-

인천광역시(1)
남구(1)
-

경기

31

-

31

도입예정(54)

동구(1)

광주광역시(1)
대덕구(1)
울산광역시(1)

수원, 용인, 부천, 안산, 화성, 평택,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4) 하남, 안성, 의왕, 여주, 양평, 과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27)

강원

12

1

1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11)

충북

10

-

10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9)

충주시(1)

충남

13

-

13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9)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4)

전북

10

-

10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5)
(5)

12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10)

진도군, 해남군(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2)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4)

전남

12

-

경북

16

-

16

경남

14

1

13

제주

-

-

-

동해시(1)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8)
함양군(6)
-

※ 8개 지자체(광주 남구, 강원 태백･화천, 경북 경주･김천･안동･군위, 전남 보성)는 2019년 발행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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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행정안전부(2019.1.22.)

개요
❍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1.22.]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

※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
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

- (추진 배경) ‘주민참여※가 실현’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의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주민참여’: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 (주민투표) 총 26건 추진, 8건 실시, (주민소환) 총 93건 청구, 8건 실시
개정안 주요 내용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게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 폐지]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 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하여 투표율에 관계 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
-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
❍ [인구 규모 고려,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인구 규모의 고려 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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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시·도지사: 청구권자 총수의 10%
• 시·군·구청장: 청구권자 총수의 15%
• 지방의원: 청구권자 총수의 20%

<개정안>
청구권자 수
서명인 수
∼5만 명
청구권자 총수의 15%
5∼10만 명
7,500명 + (5만 명을 넘는 수의 13%)
10∼50만 명 14,000명 + (10만 명을 넘는 수의 11%)
50∼100만 명 58,000명 + (50만 명을 넘는 수의 9%)
100∼500만 명 103,000명 + (100만 명을 넘는 수의 7%)
500만 명∼ 383,000명 + (500만 명을 넘는 수의 5%)

❍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 도입]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어 주민
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가 발생하고,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
투표를 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
❍ [기대효과] △주민투표법…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시 여론
형성을 수월하게 하여, 정책결정자의 부담 경감,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 △주민소환법…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닌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결과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2019.1.18.)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2019.1.18.]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위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
- (노동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경영계) 작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재논의한다고 하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
입장 표명
- (개최 결과) 이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금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좀 더 논의해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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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자료 : 행정안전부(2019.1.23.)

개요
❍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2019.1.23.]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
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주요 내용)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가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
<재해영향평가 제도 주요 개선내용>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제도개선 경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17.10.24.)되어 1년 경과 후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시행일 2018.10.25.)
◈ (현행)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 이상, 길이 2km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시
◈ (개선)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에 따라 제도 세분화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 행정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규모

• 면적에 관계없음.
•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 면적 5만㎡ 이상
※ 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 길이 2㎞ 이상 10㎞ 미만
• 길이 10㎞ 이상(임도포함)
공원조성계획은 5천㎡ 이상 ※ 임도 길이 4km 이상 10km
미만

심의
기간

• 30일 이내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 이내 연장 ※ 사안에 따라 10일 이내 연장 ※ 사안에 따라 10일 이내 연장

심의절차 • 서면심사 원칙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재해영향평가

• 서면심사 원칙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소집·현지회의 원칙

기능/역할 ※ 현행(검토·협의) → 개선(심의·의결) / 현행(예측·검토) → 개선(분석·평가)

※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
(가스공급 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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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

※ 불투수층: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

❍ 행정계획은 협의 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대상사업 개요>
◈ 행정계획은 계획수립 전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은 개발사업 전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구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 이상 5만㎡ 미만, 2km 이상 10km 미만
※※ 재해영향평가(5만㎡ 이상, 10km 이상)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운영
-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

※ 예방안전정책관, 민간전문가를 포함 100명으로 구성
※※ 저감방안: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연안재해 등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
-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 미이행 시에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
(공무원 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 중 실시할 계획

※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순회교육 실시 예정(2019.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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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47개
구분
대상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 계획 ① 국토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
및 도시의 개발 계획, ④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⑤ 도시·군관리계획, ⑥ 지역개발계획, ⑦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⑧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⑨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⑩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14 공공지원민감임대
⑪ 생활환경정비계획, ⑫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⑬ 도서개발사업계획, ◯
1
5
1
6
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기업도시개발계획, ◯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17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18 공원조성계획
◯
19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20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21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22 농공단지의
나. 산업 및 유통단지 ◯
23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24 유치지역의 지정, ◯
25물류단지 지정, ◯
26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성
지정,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28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29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기본계획, ◯
30 철도건설기본계획, ◯
31 도시철도기본계획, ◯
32 도로정비계획, ◯
33 공항개발기본계획
다. 교통시설의 건설 ◯
34 댐건설기본계획
라. 하천의 이용 및 ◯
개발
3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36 어항개발계획, ◯
37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38 신항만건설
마. 수자원 및 해양 ◯
3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개발
기본계획, ◯
40 산촌진흥기본계획, ◯
41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
42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43 시·도,
바. 산지개발 및 골 ◯
44 광업 기본계획
재채취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
45 관광개발기본계획, ◯
46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47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사. 관광단지 개발 ◯
및 체육시설

□ 개발사업: 59개
구분
대상 개발사업
1 개발행위의 허가, ◯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3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
4
가. 국토·지역 계획 ◯
5
6
및 도시의 개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7 공공주택지구계획, ◯
8 학교의 설립, ◯
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10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
11 지방소도읍개발사업, ◯
1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
13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
1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15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16 동·서·
사업, ◯
17 접경지역 발전 사업, ◯
18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관한 실시계획
19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20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21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
2
2
2
3
2
4
25 물류터미널사업,
조성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 공장설립등,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26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27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
28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
29 경제자유
◯
30 산업단지계획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3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32 집단에너지공사계획
다. 에너지개발 ◯
33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34 도시철도사업계획, ◯
35 도로사업계획, ◯
36 도로공사, ◯
37 공항개발
라. 교통시설의 건설 ◯
사업 실시계획
38 어항개발사업계획, ◯
39 항만공사실시계획, ◯
40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
41 공유수면매립실시
마. 수자원 및 해양 ◯
42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
4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개발
계획, ◯
44 임도 설치, ◯
45 산촌개발사업계획, ◯
46 골재채취, ◯
47 공설묘지의 설치, ◯
48 사설묘지의 설치,
바. 산지개발 및 골 ◯
4
9
5
0
5
1
5
2
5
3
54 채석
재채취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채굴계획, ◯ 산지전용, ◯산 지일시사용, ◯ 토석채취, ◯
단지의 지정
55 관광단지 조성계획, ◯
56 관광사업계획, ◯
57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
59 온천개발계획, ◯
59 수련
사. 관광단지 개발 ◯
및 체육시설 지구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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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2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19.1.21.]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
기관※※의「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주요 내용
❍ [FTA 지원사업] ①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 원), ②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 원),
③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 원), ④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 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예산은 약 5,124억 원 규모로,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 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
-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
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
-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
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한·중 FTA 특화사업”)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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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세부 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① FTA 현장 컨설팅
② YES FTA 컨설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FTA 시장진출지원
(14개)

③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④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⑤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 찾아가는 FTA 서비스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 수출컨소시엄
③ 전자상거래활용수출
④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⑦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① 무역조정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개)

②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③ 꿀 가공산업 육성
④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중 FTA 특화사업
(6개)

①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⑦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 맞춤기술개발사업
⑧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⑨ 대학 FTA 강좌 지원
⑩ FTA 이러닝
⑪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⑧ 농식품 수출 선도·통합조직 육성
⑨ 현지화 지원 사업

⑩ 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⑪ 임산물 수출 지원
⑫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⑬ 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
⑭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⑤ 어업재해보험
⑥ 친환경 어구보급
⑦ 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⑧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④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⑤ 한·중 FTA TBT 종합지원

⑥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중국 콜드
체인 구축)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자료 : 환경부(2019.1.22.)

❍ [환경부,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2019.1.22.] 1.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전격 도입※

※ 이들 5개 시도는 2019.2.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이전이라도해당시도에서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즉시시행

❍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
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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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지난 1.12일에서 1.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2019.1월, PM2.5)❙
지역

발령 요건

지역

발령 요건

서울
인천
경기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남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부산

①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시

대구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대전

① 오늘 50㎍/㎥ 초과(실측) + 내일 50㎍/㎥ 초과(예보)

경북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신규) ② 오늘 주의보+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충남

①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시(발령권역)
②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 지역)

강원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신규)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충북

① 내일 매우나쁨(예보)

울산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신규)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광주

① 내일 매우나쁨(예보)

경남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신규)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 도내 3곳 이상 발령 시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전북

① 오늘 50㎍/㎥ 초과(실측)+ 내일 35㎍/㎥ 초과(예보)

제주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신규)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세종

① 오늘 50㎍/㎥(실측) + 내일 50㎍/㎥(예보)
② 오늘 주의보 + 내일 50㎍/㎥(예보)
③ 내일 매우나쁨(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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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2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 추진 중, 2019.1.21.]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시행 중

❍ 석탄설비의 감축 및 개선, 운영상 배출량 감축
-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 전환※

※ 과거 정부에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지역상황･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
※ LNG 전환 6기: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 중) 태안 1･2, 삼천포 3･4

-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025년)

※ 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 서천 1･2(2017.7월), 영동 1(2017.7월), 영동 2(2019.1월)

-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2016～2018년, 1,940억 원)
※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5조 원을 투자하여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톤 감축
※ 20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 감축

-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 →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 대비 26%를 감축할 계획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8차 전력수급계획)❙
2017년

2022년

2030년

3.4만 톤e

1.9만 톤(44%↓)

1.3만 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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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 예정

❍ 2019년에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이 본격 시행되어
총 6차례※ 발동

※ (1차) 2018.11.7, (2～3차) 2018.12.21.～22., (4～6차) 2019.1.13.～15. 발령
-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2019.4월)되고,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도 2019년에 도입되어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전망

※ 발전연료 세제개편: 유연탄 36원 → 46원/kg, LNG 91.4원 → 23원/kg
※※ 환경급전: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
-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 발전5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 0.54% → 0.4%로 저감하여, 황산화물 발생 억제

-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 2019.12월 폐지 예정
❍ 2019년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 방안 포함 예정
-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
- 고농도 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검토

※ 현 발령조건(1개)을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3개)으로 확대

 최근 원전 감소는 LNG발전 증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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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
-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
-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하였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
-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 원전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 준공 시, 설비는 현재 22.5GW → 2023년 28.2GW
❙분기별 발전량 비중❙

원전 정지

2기

5기

8기

※ 원전 정지 대수는 분기 말 기준

7기

6기

6기

7기

10기

10기

5기

7기

6기

❍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탈원전과는 무관
-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까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증감설비량

-

4,685(5기)

4,674(6기)

-

최종용량

27,339

32,035

36,709

3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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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및 국장회의 개최 결과
자료 :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2019.1.24.)

❍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및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개최 결과, 2019.1.22.~23., 서울]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1.22.)가 각각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주요 결과) △한·중 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2019년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보고, △“청천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를 2019년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 발간하도록 긴밀히 협의

※ 청천 프로젝트: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 (미세먼지 관련)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
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인공강우 실험 실시
자료 : 기상청(2019.1.23.)

❍ [기상청·환경부, 올해 첫 번째 인공강우 실험 실시, 2019.1.23.]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하여 발생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합동실험을 진행
- (주요 내용) △국립기상과학원…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
<인공강우 개요>
◈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속의 강수입자가 성장하여 빗방울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인공
강우는 구름 속에 인위적으로 강수입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구름 씨앗(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하여
빗방울의 성장시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
- 구름 씨앗으로는 실제 구름 씨앗과 구조가 유사한 요오드화은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흡습성 물질(물방울을
결집하여 구름 씨앗으로 작용)을 사용
◈ 2019년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실험 약 15회 예정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공강우 실용화 단계이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활용 사례가 없음.
◈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3.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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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1.)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발표, 2019.1.21.]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

주요 내용
❍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5.5만ha 감축(참고: 2018년 5만ha 목표)

※ 2019년 사업 예산: 1,879억 원( = 340만 원/ha×5.5만ha + 행정비용 9억 원, 국비 80%)

- ① 2018년 사업 참여 농지, ②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 대상
-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 [휴경도입] 2019년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최근 3년 기간(2016～20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단가]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 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2018년과 비교하여 ha당 두류는 45만 원, 조사료는 30만 원 단가인상 조치
구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지원 단가(만 원/ha) 400(2018) → 430(2019)
340 → 340
목표면적(천ha)
15(2018) → 10(2019)
20 → 15

두류
280 → 325
15 → 20

휴경
- → 280
- →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전체(평균)
340
50 → 55

❍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2018년과 동일)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 23 -

⎗ 정책동향

❍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2019.1.22.~2019.6.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 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
(법인)에 2019.12월 중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수급안정]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실시

※ 콩 수매량: (2015) 20천 톤 → (2016) 25 → (2017) 30 → (2018) 55 → (2019P) 60 / 팥/
녹두 수매량: (2016) 100톤/50톤 → (2019P) 300/150
※※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난해(2018년) 4,200원/kg이었던 콩 수매 가격은 2월 중 금년도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2019년도 사용 목표 물량 부여 예정
-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 전개
❍ [기타 연계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농기계) 논에서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2019예산: 440억 원, 220개소/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2018년(100억 원, 50
개소) 대비 4배 이상 대폭 확대
- (조사료)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126억 원), 기계장비(24억 원) 지원
- (배수로정비)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로 우선 정비(배수개선 사업 예산 2,567억 원 일부 활용 등) 지원
- (재해보험) 2019년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보험상품 신규 도입
- (자체지원) 지역조합 무이자 자금(2천억 원), 농기계 20대 이상 지원(이상 농협), 시설·장비,
볏짚환원사업, 소비·판로 확대 등 추진(이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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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RPC
벼 매입자금 4천억 원 지원
- (기타) 논 타작물 재배 현장 기술지원 및 홍보 강화, 정부포상 등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
연계 조치
❍ [현장기술 지원]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권역별 설명회: 충남(1.15.), 경기(1.17.), 전남(1.21.),
경북(1.22.), 강원(1.24.), 경남(1.25.) 충북(1.28.), 전북(1.29.)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 목표면적: 50,000ha
① 목표면적·사업
• 사업예산: 1,700억 원※
예산
※ 국비 80%, 지방비 20%

• 목표면적: 55,000ha
• 사업예산: 1,870억 원※
※ 국비 80%, 지방비 20%

• ha당 평균 340만 원 지원
- 조사료: 400만 원/15천ha
②지원단가및품목별
- 일반: 340/20
면적
- 두류: 280/15

• ha당 평균 340만 원 지원
- 조사료: 430만 원/10천ha
- 일반: 340/15
- 두류: 325/20
- 휴경: 280/10(신규)

③ 사업대상 제외품목 • 배추, 무, 고추, 대파

• 배추, 무, 고추, 대파

④ 사업대상 농지

• 2017년 전환농지(신청면적의 50% 보조금 지급) • 2018년 사업참여 농지
• 2017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 2018년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직불금 미수령 •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농지 대상)

⑤ 휴경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 ‘휴경’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 농지관리 의무 부과

• 사료용 벼 158톤※(3.2천ha)
※ 실용화재단 130톤, 종자원 28
⑥ 국내산 종자 확보
• 사료용 옥수수 54톤(1.8천ha)
• 콩 1,100톤(18천ha, 종자원)
⑦ 조사료 재해 보험 • 해당 없음.
품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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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벼 450톤※(9천ha)
※ 실용화재단 400톤, 종자원 50
• 사료용 옥수수 120톤(4천ha)
• 콩 1,610톤(27천ha, 종자원)
•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용보험 상품 도입
(2품목)

⎗ 정책동향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2019.1.22.)

개요
❍ [농식품부-국토교통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2019.1.22.]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12.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

- (추진 배경)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이해 증진, △2018년도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9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유도
- (주요 내용)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방안 설명 및 사업 시행절차 등 설명(국토교통부, 농식품부), △2018년도 사업추진 우수
사례 발표(지자체 담당자),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주요 정책, 운영 계획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등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 2019년 국고 5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 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

※ 총 160개 시･군, 지자체별(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억 원 지원) /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국토교통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
❍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2019.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
- 지역 수요를 감안,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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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사업 전반을 개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사업명
공공형택시
(국토교통부)
농촌형교통모델
(농식품부)

지원대상
택시

⇒

버스, 택시

사업명
도시형 교통모델
(국토교통부)
농촌형 교통모델
(농식품부)

세부사업(지원대상)
버스
택시
버스
택시

향후 계획
❍ [농식품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의료·문화·복지 등
서비스 이용에 애로
- 농촌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택시를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2014년∼)
-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2018년 전국 군 지역(郡)으로 사업 확대※하여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82개 군 지역은 농식품부, 78개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2017.7월)
※ (2014∼2017년/시범사업) 총 30개 시·군, 매년 10억 원 → (2018) 76개군, 41억 원
- 주 52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농어촌·벽지의 노선 감소가 전망되어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비
대폭 증액(2019년 287억 원)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
적인 체감 성과 제고
-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농촌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에 크게 기여※
※ 이용자수: (2017년) 286천 명 → (2018년) 1,577천 명(550% 증)

❍ [국토교통부]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
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
- 특히, 2019.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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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

❍ [농식품부,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 개최, 2019.1.23.] 조합장 선거(3.13.)를 50일
앞두고 1.22일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
- (주요 내용)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근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 논의
- (기부행위 제한) 2018. 9.21일부터 선거일(3.13.)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50배) 부과. 단,
제공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 (주요 선거일정) 후보자등록신청(2019.2.26.~2.27.), 선거운동기간(2019.2.28.~3.12.)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개요>
◈ 전국적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2018.9.21.) 하에 2019.3.13일
실시 예정
-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혼탁선거 예방 차원에서 2015년부터 조합장 동시선거제도※
처음 도입
※ 조합장 임기를 2015.3.20.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고, 임기만료 해당 연도 3월 두 번째 수요일
동시 실시
- 9.21일부터 각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의제※되며, 위탁의제일로부터 선거 당일(2019.3.13.)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 제한
※ (2014∼2017년/시범사업) 총 30개 시·군, 매년 10억 원 → (2018) 76개군, 41억 원
◈ 대상 조합※: 1,343여 개(농협 1,113, 수협 90, 산림조합 140)
※ 2015년 동시선거 실시현황: 1,326개(농협 1,115개, 수협 82, 산림조합 129)

일자
2018.9.21.
2018.9.21.~2019.3.13.
2019.2.21.
2019.2.26.~2.27.
2019.3.3.
2019.2.28.~3.12.
2019.3.13.

< 주요 선거일정 >
실시사항
▪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 기부행위 제한
▪ 선거일 공고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운동기간
▪ 투표(오전 7시~오후 5시)

- 28 -

비고
기간 중 금품수수 등 제한

⎗ 정책동향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

❍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2019.1.23.]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
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책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

※ 농업정책자금: 2018.10월 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으로 16조 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 원 등 약 26조 원이 저리로 지원

- (대출심사 등 사전 관리 강화)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과다 대출을 방지하고, 목적외 사용가능성 차단
◈ 영농규모보다 과다한 대출 방지를 위해 농협 대출 시스템 보완 및 심사 강화(농협은행)
- 대출한도 초과취급 방지를 위해 한도산정 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농업경영정보 등 입력된
자료의 재확인 의무 추가
- 10억 원 이상 대출에 필수 제출서류인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된 후 대출절차가 진행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 정책자금 담당자의 업무미숙, 사업지침 이해부족 등 해소를 위한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농협은행)
- 검사결과 반복적 위반사례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사례집을 제작하여 대출담당자 교육 및 농협
홈페이지 공개
- 농협 주관 전국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의 3단계 교육※ 추진
※ 순회교육 확대(1 → 2회), 사이버교육(연중), 집합교육(감사 지적기관‧신규직원 중심)

- (사후관리 강화) 농협은행에서 농업인 사망자 정보를 매분기 일괄 조회하여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제공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
◈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 정보를 조회하여 매분기 농·축협 등 대출취급기관에 제공(농협은행)
현행

개선

∙ 사망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지점별 ∙ 농협은행 사망정보 일괄조회 매분기 공문 송부
사망정보조회·처리
점검절차 신설
※ 대출기관 전산조회 미이행 사례 발생
※ 전산조회 미이행에 대응 점검절차 추가

◈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소유권 이전, 영농포기 등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문자알림 신설
및 현장점검 강화(농협은행)
- 정책자금 중 2년 이상 대출금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정책자금지원자에게 목적 외
사용차단을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 목적 외 사용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승계, 반납 등이 필요함을 알림
- 대출 후 소유권 이전 등 목적 외 사용 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주관으로 연중 수시
현장점검※ 실시
※ 현재 영업점 주관으로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 1회 경영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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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처분 강화) 대출 담당자와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문책 처분을 강화하고, 대출
규정을 위반한 농업인의 자금 회수 및 정책사업참여 제한
◈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부당대출 지적·개선
※ 현장검사주기: (2016) 9.8년 → (2017) 8.3 → (2018) 7.3 → (2019.P) 6.5
◈ 문책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처분절차 개선(농협중앙회)
- 현행 지역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계를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에서 문책수준을 결정
하여, 조합에 요구하도록 하여 처분완화 방지
현행
개선
∙ 조합
∙ 조합
- 농식품부(처분요구) → 농협은행(전달) → 조합 - 농식품부(처분요구) → 농협중앙회 조감처(처분
요구) → 조합 처분(심의회에서 조감처 요구를
처분(심의회)
반영 처분)

◈ 대출 취급기관에 대한 ‘기관경고제’ 도입·운영으로 문책처분기준 강화(농협중앙회,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또는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 적발 시 기관경고를 실시하여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기관경고 기관에는 포상제외,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불이익 처분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

❍ [농식품부,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개최, 2019.1.22.] “대한민국 농촌청년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주제로 청년들의 농촌정착 성공 아이디어와 현실적 당면문제를 해결해온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농촌 청년세대와 함께 직접 공감·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

※ (참석자) 청년농부(40), 농촌지역 청년(20), 순천대생･도시민(40) 등 100여 명

- (주요 목적)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농촌 지역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농촌
청년들 및 농촌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소통채널을 알아보고, ‘농촌
정착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현실적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정책적 지원 방향 토론
- (주요 내용) △미니 토크…‘뻔~한 농촌? 펀(fun)한 농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즐거운
농촌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크, △강연※…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교감하며,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 (강연)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유지황(농촌 컨설턴트), 김미선(피아골식품 대표)
※ (Talk) 김유진(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유병재(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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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토크>
◈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
◈ (다큐멘터리 영화 ‘파밍보이즈’의 유지황 대표) ‘즐거운 촌(村)라이프를 위한 팜프라’
◈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으로 알려진 김미선 대표) ‘젊은 이장의 행복한 농촌 살이’
◈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집 김유진 대표) ‘농촌의 공동육아 교육 커뮤
니티의 역할’
◈ (방송인 유병재) 유병재의 뻔~한 농촌? 펀(fun)한 농촌!(문화, 도농공감)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및 일제단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및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2019.1.22.]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여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주요 내용) △설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식별 정보 제공※,
△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 동시 단속)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실시

※ (대상/내용) 대추,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등/국산과중국산식별법(육안비교, 특징등)
※※ (기간) 2019.1.7.～2.1.(26일간), (대상)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 31 -

⎗ 정책동향

◈ 식품 동향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9.1.23.]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

※ ‘미래형 혁신식품’: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되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거나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식품이지만 국내 기술기반 및 산업화가 미진한 식품 분야로 정의(* 주요
사례: 대체육, 대용식, 클린라벨 식품,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 천연 식품 소재 등)

- (주요 목적) 세계적인 식품트렌드에 부응하여 미래 식품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
하고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동물복지·친환경·건강지향 등 윤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관련 식품시장이 성장
◈ 채식 열풍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임파서블푸드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유제품 대체 식물성
우유 및 식물성 계란 등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시장이 확대
※ 식물성 대체육 시장(억 달러): (2010) 12 → (2015) 18 → (2020) 30 「유로모니터」
◈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인공 색소, 향료, 감미료 등이 무첨가 되거나 천연 원료로
대체된 클린라벨※ (Clean Label) 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 클린 라벨: 제품 내 함유 성분을 분명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것으로, 합성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하며 천연 원료로 생산된 제품

- (주요 내용) △공고기간…2019.1.23.~3.8.(45일간), △규모…총 54억 원, △주요 개선사항…
비즈니스모델 수립 의무화, 중소기업 및 기업간 공동연구 가점부여, 전 과제 사전경제성
분석 의무화, FD(Family Doctor) 제도 운영 등

주요 내용
❍ [대상과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대상과제를 ① 맞춤형
혁신식품※, ② 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로 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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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혁신식품: 대체육, 대용식, 클린라벨식품 등 소비패턴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수요 맞춤형 식품
※※ 천연 안심 소재: 색소, 향료, 보존료 등 인공 합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 첨가소재
❍ 연구개발 사업성과를 제고
- 1)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의무화하고 평가지표에 추가

※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술(제품) 관련 시장분석, 차별성, 산업화계획, 원료수급 방안 등

- 2) 국내외 시장을 감안한 사전경제성분석을 모든 과제에 의무적으로 실시
- 3) 선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FD(Family Doctor)를 지정, 연구진 역량진단 및 비즈니스모델
실현 컨설팅 등을 통해 연구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할 예정
- 4) 중소식품기업이 식품 R&D 참여가 용이하도록 중소기업 및 참여 중소기업간 협업 시
가점 제도를 도입
❍ [지원 절차] △사업 공고기간…1.23일~3.8일까지(45일간) 진행, △신청·접수기간…2.27일~3.8일
까지(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농식품부 홈페이지(공고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사업공고란)에 상세내용이 공지
❍ [향후 계획] 급변하는 미래 식품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2018년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4.)

❍ [농식품부, 2018년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9개소 선정, 2019.1.24.] 2018년 9개소의 로컬푸드직
매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1.23일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
정원점”에서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현판식을 개최
< 2018년 인증사업장 현장(9개소)>
①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②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③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둔산점,
④ 익산로컬푸드직매장, ⑤ 전북삼락로컬마켓, ⑥ 전주푸드송천점, ⑦ 전주푸드 종합경기장점, ⑧ 포천
로컬푸드 파머스마켓, ⑨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 2013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개시한 이래 로컬푸드직매장은 2013년
부터 6년간 매장수와 매출액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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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개소수(누계): (2013) 27개소 → (2015) 103 → (2016) 154 → (2017) 188 → (2018) 229
※ 연도별 매출액: (2013) 317억 원 → (2015) 1,659 → (2016) 2,607 → (2017) 3,565 →
(2018) 4,347
- (향후 계획) 영세소농의 경우 생산규모가 적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어 도매시장을 비롯한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장터인 과천 경마공원 소재 “바로마켓”과 같은
대규모의 장터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

※ 여름철 성수기,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의 기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 (개념) 생산자, 소비자 배려에 앞장서는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정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제도
◈ (추진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육성하고 유사 직매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 (인증신청) 공고 시 인증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심사절차)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심의 판정
- (인증심사기준) △계량지표: 직거래농산물·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생산자 정보 및
도·소매 가격정보, 농산물 안전성관리 실적, 생산자 참여 비율(고령·여성농 등), 소비자 교류실적,
부대시설 운영활성화 실적(가점) 등, △비계량지표: 생산자 참여비율(귀농인, 청년농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노력, 운영주체의 전문성, 안전성 위반농가 관리방안 등
- (유효기간)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관리 등

<인증 표시>

<인증 동판>

먹거리 안전 위해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1.22.)

❍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 안전 위해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2019.1.22.]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1.22일~23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

※ (1.22.) 법정 시험･검사기관(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 (1.23.) 민간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및 시험･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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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 주요 내용>
◈ (시험·검사 결과 신뢰성 제고)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 범위에 추가
◈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
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
- (실험실 운영 내실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
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 (시험·검사기관 공신력 확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2019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2019.1.18.)

❍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2019.1.18.]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
중이며, 이번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
검사기관
전라남도※

농가명
(농장주명)
안성농장
(이O례)

주소

검출량
(mg/kg)

기준치
(mg/kg)

난각코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월하2길 90

0.04

0.01

TAJ164

※ 동 농가는 2018년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는 없었음.

- (조치 내용)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 조치, 유통 차단, △해당 농가 출하 중지, 6회 연속 검사※, △위반 등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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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1.)

개요
❍ [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2019.1.21.] 농식품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2018.9월에 이어 두 번째
협조문,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목적

주요 내용
❍ [협조문 주요 내용]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문자 지속적 발송,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담당 부서 간 협력 강화,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적법화 노력 당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
-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
-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보급할 예정
-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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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1.24./1.25.)

❍ [농식품부, 광주 광산구(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형) 확진, 2019.1.22.] 농식품부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광주 광산구(황룡강)에서 채취(2019.1.14.)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1.22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충남 천안시(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7N9형) 확진, 2019.1.24.] 농식품부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채취(2019.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1.24일 저병원성 AI(H7N9형)로 확진,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 [농식품부, 설 연휴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19.1.25.]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과 홍보 등 “설 연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
- (주요 내용) △명절 전·후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가금농가 생석회 지원…
농협에서 비축 중인 방역용 생석회 6,000포를 가금농가에 공급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 △관계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 △대국민, 축산관계자 대상 홍보※※※ 강화

※ 1.30일과 2.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방역취약대상 청소･소독(소독대상: 총 약 26만 개소(농장 193천 호,
시설 6.7천 개소, 차량 58천 대, 방역취약 3천 개소))
※※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축산농장과 시설의
생석회 도포 여부 등 소독실태 점검
※※※ (대국민) 귀성객･해외여행객 대상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터미널,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의 전광판과 TV 방송, 공항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
대국민 홍보, (축산관계자)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마을방송, 현수막, 리후렛, 문자
서비스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방역 홍보 강화
<주요 가축질병별 방역상황>

◈ (조류인플루엔자) 1월 기준 이번 동절기 최대치인 147만 수의 철새 도래, 철새에서 AI 항원 지속 검출※로
발생 위험 증가
※ 2018.10월 이후 11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H5·H7형 항원 50건 검출(지난 동절기와 유사)
-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 중
※ 2018.9월 이후 중국 6건(H5N6), 러시아 3건(H5), 대만 18건(H5N2) 발생
◈ (구제역) 중국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 미흡
시 언제든지 발생 가능※
※ 해외 발생현황: 2018년 22개국 624건(중국 24건, 몽골 40건 발생)
※ 백신 항체양성률(소/돼지): (2016) 95.6%/69.7% → (2017) 96.4/76.7 → (2018.11., 누계) 97.4/80.7
◈ (아프리카돼지열병) 2018.8.3일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이후 중국 내 99건 발생(20개성·4개시),
2019.1.15일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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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19년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 브리프

2019년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경제주평 Weekly
Report 19-2, 2019.1.1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다보스 포럼※ 개요]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 최근 다보스 포럼은 기술혁명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조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 세계의 재편 (Reshaping of the World)
- ‘포괄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리코단코테단코테그룹회장(나이지리아)
크리스 코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부의장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2015
(45회)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분권화된 세계화, 지역 간 갈등
- 글로벌 저성장
- 에너지 헤게모니
- ‘비정상적 통화 정책의 정상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하리 바티아 주빌런드 바티아 회장
캐서린 가렛 얼라인언스 트러스트 대표

2016
(46회)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메이 바라 제너럴모터스 CEO

2013
(43회)

2014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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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2017
(47회)

2018
(48회)

주요 참여 인사

-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
- 글로벌 공조 필요 강조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티잔 티엄 크레디트 스위스 CEO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 세계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
필요
- 글로벌 경제 활성화, 시장 기반 시스템 구축, 4차 산업
혁명 대비, 국제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안토니오 쿠테헤스 UN 사무총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윈 알라바바 회장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大교수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
- 세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류허 中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류장둥 징둥닷컴(JD.com) 회장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2019년 제49회 다보스 포럼) 1.22일~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세계화 4.0: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Globalization 4.0: Shaping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핵심 주제로 새로운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국제협력’,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공정경제 및 친환경 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의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약 350개 이상의 세션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 및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
<다보스 포럼이 보는 2019년 세계 주요 이슈>
❍ [1. 국제 갈등 확산] 국가 간, 지역 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9년에도 세계 전역에 무력 충돌, 테러 등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한 포퓰리스트들이 각국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트럼프화(Trumpfication)가
확산
❍ [2.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2019년 세계 경제 활력 약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
- 2019년 세계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잠재 성장률은 1998~2017년
3.0%에서 2018~2027년 2.3%로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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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혁명으로 노동의 대체 및 보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일부 일자리 소멸, 새로운 직업군 탄생 등이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
❍ [4.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신흥국들은 과거의 화석연료 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하기보다 친환경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글로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인류가
공정한 경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CO2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 EU 등 선진국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성장률이 저·중 소득층보다 높아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
❍ [5. 2019년 글로벌 리스크 관리]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2019년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상
이변, 자연 재해 등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에 선정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은 경제 관련 리스크가 상위권에 있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후 변화, 기상 이변 등의
이슈가 상위권에 위치
❙2019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019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가능성 측면
영향력 측면
극심한 기상 이변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 재해
극심한 기상 이변
데이터 범죄
물 위기
사이버 공격
자연 재해
인공자연재해
생물 손실 및 생태계 붕괴
난민 위기
사이버 공격
생물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고장
물 위기
인공자연재해
주요국의 자산 버블
전염병 확산

<다보스 포럼의 대안>
❍ [핵심 의제]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Globalization 4.0: Shaping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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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인류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이 필요
- (의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는 다차원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프레임워크
❍ 2019년 다보스포럼은 세계화 4.0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강조되었던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
(System Initiatives)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
- 1) 경제협력: 지적재산권, 인적자본의 이동, 경쟁정책, 데이터 보호, 환율, 재정정책, 국유
기업, 국가보안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
- 2) 기술 정책: AI, 유전자 조작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필요한 윤리적 원칙과 가치
기반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
- 3) 사이버 안보: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논의
- 4) 금융 및 통화정책: 암호와 통화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시스템 구축
- 5) 경제 정책 결정: 생산성 향상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 이론을 재정립
- 6) 리스크 회복력: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환경시스템(기후, 해양, 생물권)의
통합적인 관리 등 개선 방안 논의
- 7) 인적자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하게 되는 미래의 일자리와 인적자본에
대한 논의
- 8) 새로운 사회: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상주의 및 인본주의로 옮겨가고, 생산과 소비 중심
에서 공유 개념으로 이동
- 9) 산업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보건,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성과 제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0) 제도개혁: 과거에 만들어진 글로벌 제도적 틀을 재고하고, 그것들이 새로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있도록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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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자료: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시사점>
❍ 2019년 다보스 포럼은 국제 갈등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가짐.
❍ 이에 한국도 국제 공조 동참, 미래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으로 경제 손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해야함.
- 1)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업그레이드의 발판으로 삼아야함.
- 2)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함.
- 3) 단기적으로 투자활력 제고 등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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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전자 변형 농산물(옥수수, 면화, 대두) 재배 추세 분석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Trends in the Adop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Corn, Cotton, and Soybeans(2018.12.3)”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옥수수, 면화, 대두) 재배 추세 분석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대표적인 예로 곤충 병원균의 하나인 비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t)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하여 작물에서 살충작용이 나타나게 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HT)를 삽입하여 타 작물보다 제초제에 강한 작물도 개발되었음.
❍ 제초제 저항성 작물 종자가 1996년 상품화된 이후 미국 내에서 재배비율이 증가함.
<그림 1>에서 보면 대두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함. 이는 옥수수는 아트라진 계열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어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그림 2>에서 살충성 작물 종자가 상품화된 지 5년 만에 면화는 전체 재배면적의
약 40%, 옥수수는 20%를 살충성 작물이 차지함. 이는 면화 특성상 미국 남동부 및 남부
평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로 충해가 빈발하였기 때문임.
<그림 1> 제초제 저항성 작물 재배비율

<그림 2> 살충성 작물 재배비율

주: 전체 작물(일반 작물 및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면적 대비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면적 비율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dop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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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및 살충 성분 유전자를 함께 삽입하여 개발한 복합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가 시판되고 있음. <그림 3>과 <그림 4>에서 2000년 전체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 면적 중 복합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1%, 면화는 20%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면화와 옥수수 모두 약 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비율

<그림 4> 면화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비율

주: 전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면적 중 특성별 변형 작물 재배면적 비율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dop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in the U.S.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8년 유럽연합 농업 주요통계
※ Eurostat에서 발표한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tatistics(2018 edition)”
(2018.12.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 농업 주요통계
❍ 유럽연합 농업 생산요소(the factors of production) 통계
- 2016년 농가 수는 1,050만 호였으며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농가의 약 2/3가 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이며 대부분이 가족농이었음.
- 2016년 경지면적은 1억 7300만 ha였으며, 전제 국토면적의 39%에 달함.
- 대규모 농가(100ha 이상 경작, 3.3% 비중)가 전체 농지의 52.7%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농가는 전체 농가의 25.1%였으며, 경종농가는 52.5%였음.
- 2016년 농업 종사 인구는 약 970만 명이었음.
- 전체 농업인의 71.5%는 남성이었고, 40세 미만 농가 수 비중은 10.6%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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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업에 대한 자본 투자액은 572억 유로였으며, 이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농지 가격과 임대료는 회원국 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유럽연합 농업 생산량 통계
- 2017년 곡물 생산량은 3억 9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20만 톤 증가※했음.

※ 단, 2017년 곡물의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60만ha 감소했음.

- 2017년 육류 생산량은 4,520만 톤이었으며, 이 중 돼지고기 생산량이 절반인 2,340만 톤을
차지했음. 원유(原乳)생산량은 1억 7,010만 톤이었음.
- 2017년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음. 곡물은 전년 대비 2.7%,
양 및 염소는 1.7%, 우유는 1.1%, 가금육은 0.5% 증가하였으며, 다만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하고 돼지고기는 0.9% 감소했음.
- 2017년 주요 농축산물 실질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평균 우유 가격은
전년 대비 17.1%, 돼지 가격은 8.3%, 곡물 가격은 3.0%, 소고기는 2.2%, 가금육은 1.0%
상승한 반면, 양 및 염소 가격은 전년 대비 1.4% 하락함.
❙2018년 유럽연합 농업 주요통계❙

농업 생산요소

농업 생산량

주요 지표
농가 수(2016)
경지면적(2016)
농업 종사 인구(2016)
여성 농업인 비율(2016)
40세 미만 농가수 비중(2016)
자본 투자액(2017)
곡물 생산량(2017)
육류 생산량(2017)
- 소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생산량
- 양 및 염소 생산량
- 가금류 생산량
원유(原乳) 생산량(2017)

통계치(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1,050만 호
1억 7300만 ha
970만 명
28.5%
10.6%
572억 유로
3억 990만 톤(+2.7%)
4,520만 톤(-0.3%)
780만 톤(+0.0%)
2,340만 톤(-0.9%)
80만 톤(+1.7%)
1,320만 톤(+0.5%)
1억 7,010만 톤(+1.1%)

❍ 유럽연합 농업부문 성과
- 2017년 유럽연합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였음.
- 2017년 총부가가치액(gross value added)은 1,885억 유로로 최고치를 경신했음.
- 2017년 연간 노동단위당(Annual Work Unit) 실질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2010년과 비교하면 24.6%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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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8년 식량·농업·농촌백서 구성안
※ 일본 농림수산성 「平成30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の構成(案)」(2019.1.18.) 내용을 중심
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식량·농업·농촌백서 구성안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입각하여 전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및
정책을 매년 5월에 보고함. 아래의 내용은 2018년도 동향 구성안임.
<2018년 식량·농업·농촌동향 구성안(동향편)>
<특집 1> 스마트농업 실현

• 로봇, AI, IoT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현황과 과제, 연구, 실증 등 대응
현황과 새로운 기술 소개
<특집 2> 확대되고 있는 농업과 복지 연계(사회적 농업)

• 농업인, 복지시설 등을 통한 농업과 복지 연계 상황과 과제 등
<토픽 1> 많이 발생했던 자연재해

• 2018년 7월 호우, 태풍 제21호, 홋카이도 이부리(胆振) 동부 지진, 태풍 제24호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 소개
<토픽 2> 농산물·식품 수출 확대

• 수출현황과 과제, 일본식품 해외 프로모션 센터(JFOODO) 프로모션, 농림수산물·식품수출 프로젝트
(GFP) 활동
<토픽 3> 규격·인증·지적재산 활용

• 수출과 올림픽·패럴림픽에 맞춘 GAP, HACCP, GI 등의 현황과 과제 및 활동
<토픽 4> 소비가 확대 되고 있는 지비에(gibier, 야생동물 고기)
• 지비에 이용량 동향,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한 국산 지비에 인증제도 도입, 지비에 이용 모델지구 활동 등
<제1장> 식량 안정공급 확보

•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동향
• 수출촉진과 일본식·식문화 해외 전개
• 세계 식량 수급과 식량안보 확립
• 농산물 무역교섭
• 식량 소비 동향
• 먹거리 교육(食育) 추진, 일식(和食) 보호 및 계승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식품산업 동향
• 6차산업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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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식량·농업·농촌동향 구성안(동향편)>
<제2장> 강한 농업 창조

• 농업소득 동향
- 농지중간관리기구 활용을 통한 농지 규모화 및 단지화
- 후계농업자 동향, 인력 강화, 여성 농업인 동향
• 수입(收入)보험제도 개시
•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보전관리
•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 신기술 개발 및 보급
- 생산 자재 가격 인하, 유통 및 가공 구조개혁
• 농작업 안전 대책 추진
• 환경정책 추진
• 농업관련 단체 동향 등
<제3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진흥 및 활성화

• 농촌 활성화
• 중산간지역 진흥
• 농박(체류형 농촌 관광)과 도시농촌 교류
•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유지 및 발휘
• 야생동물 피해 대응
•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 도시농업 진흥 등
<제4장> 동일본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복구 및 부흥

•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 구마모토 지진 복구 및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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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미세먼지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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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폐암 등
암 발병률을 명백히 높인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함.

※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10㎛(마이크로미터, 1㎛는
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 물질로 머리카락 굵기 6분의 1 가량임. 특히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로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 수준에 불과, 입자가 비교적 큰 총먼지 대부분은 코에서 걸러지지만 그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기도, 폐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여러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천식,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의학계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질환은 물론 뇌에까지 침투해 뇌졸중·
치매 등을 유발하고, 방송과 신문도 ‘재난 수준’이라며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농축산물 생산에 타격,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민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
- 희뿌연 미세먼지로 인해 햇빛을 못 본 잎채소와 과채류는 생장이 더디거나 심한 경우
멈추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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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농민들은 물론 젖소 등 가축들도 개방형 축사가 많아 미세
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농촌주민들의 건강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농촌은
고령자가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황
❍ 미세먼지는 가축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주며, 특히 시설
재배 농작물의 경우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뒤덮어 햇빛 투과율 부족으로 작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생산성 및 품질도 저하시킴.
<농촌현장에서는...>
◈ (경기 화성 젖소 농가) “새벽과 오후에 착유하고 하루 세번 먹이를 줘야 하는 낙농가 특성상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염려된다”고 언급
- “미세먼지가 심해진 후 소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 미세먼지 농도 낮추기 위해 웅사에 송풍기 가동하기도
◈ (안산 한우 농가) “우사 양옆이 트여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소들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며칠 새
먹이 섭취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어린 송아지의 호흡기질환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해로운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강진군 딸기 농장)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자주 날아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시설하우스에 햇빛양이
줄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라면서 “미세먼지가 과육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언급
- “미세먼지도 불볕더위나 가뭄·홍수처럼 일종의 자연재해”, “앞으로 정부가 미세먼지에 좀더 관심을
가져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 (부산 강서구 시설하우스 깻잎 농장) “일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미세먼지가 시설하우스 피복재에
쌓이면서 햇빛투과율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며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광합성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생육장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 “보통 깻잎을 15일마다 수확했는데, 올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심해 23일에 한 번 딸 정도로 수확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바깥 기온이 낮아 환기도 자주 못하는 바람에 녹병 등이 발생, 이를
잡느라 애를 먹었다”고 설명
◈ (경남 김해 토마토·화훼 재배 농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은 완숙 토마토를 촉성재배 중인
시설하우스(3305㎡·1000평) 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겨울철 작물생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햇빛을 미세먼지가 막아 속상하다”고 언급
-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다보니 시설하우스 안의 온도상승도 지연돼 작물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 갈수록 나빠지는 환경으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
◈ (김해 천혜향 재배 농가) “날씨가 맑은 날에는 시설하우스 안으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만,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은 시설하우스 안이 뿌연 게 그 차이를 눈으로 확연히 알 수 있다”, “비라도 자주
내리면 시설하우스 표면에 붙어 있는 먼지가 씻겨 내려가 광투과율이 좋을 텐데 올겨울은 비소식도
적다”고 하소연
- “하늘이 하는 기상문제를 놓고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이처럼 환경이 주는 경고에 대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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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을 재배 중인 농가들은 당장 빛 부족으로 착과
불량, 뿌리 활력 저하 등 증상이 생길까 우려하고, 축산농가들은 가축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강조
❍ 현재 농촌진흥청 등이 내놓은 대책은 부족한 햇빛투과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 필름을 세척하거나 시설하우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를 높여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돕는 등의 방법을, ‘축사 출입문을 닫고 가축질병을 살펴라’ 정도의 상식적인
방안만을 제시
❍ 미세먼지가 농축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없음. 올해부터
3건의 연구가 계획(농촌진흥청)되고 있지만 빨라야 3년 후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미세먼지에
따른 농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비롯한 스마트팜 농장 등 시설하우스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에 대응한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
❍ [미세먼지도 가뭄·홍수 같은 자연재해…특화된 정책지원 필요] 현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농민들은 “미세먼지도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라며 “농업에 특화된 예·경보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작물·가축 등 분야별 피해분석 및 이를
극복하는 실용기술을 서둘러 개발·보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아울러,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작업 특성상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 농민건강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
❍ 한편, 경상대 원예생산공학실험실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 영향으로 재배지역에 따라 엽채류의
중금속 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미세먼지가 채소의 중금속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규명함.
- 경상대학교 원예생산공학실험실은 2018.9.13일~10.2일간 공단과 고속도로 옆, 농촌※에서
상추와 쑥갓, 시금치 등 3가지 채소를 재배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쑥갓과 시금치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

※ 잎채소 재배･연구 기간 동안 3개 지역 대기 중의 PM2.5(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으로 대체로 ‘좋음’과 ‘보통’ 수준이었으며 ‘나쁨’ 이상
비율은 5% 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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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지역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는 다른 지역 채소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알루미늄이
검출되었으며, 알루미늄은 현재 식품안전기준이 없음. 연구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소를
세척만 해도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며, 과도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
❍ 이번 연구로 재배지역이나 채소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재배 엽채류 중금속 함량이 훨씬 높았으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혀
- 정병룡 경상대 농업식물과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오염과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장시간
지속할 경우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경상대 원예생산공학실험실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의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연구를 위해 전국 농식품 소비자 700여 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응답자의 52.3%는 ‘미세먼지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으며, 45.3%는 ‘미세먼지에 대비한 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 또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미세먼지가 농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함.
❍ 환경운동연합 측은 가이드북을 통해 “실외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당장에 미세먼지 오염원부터 적극적
으로 통제해 화석연료와 쓰레기 연소를 줄인다면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 기후변화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
자료: “미세먼지 많은 지역에서 재배한 잎채소 중금속 함량 높아, 경상대 재배실험연구”
(서울신문, 2019.1.15.), “미세먼지 많은 지역 재배 엽채류 중금속 함량 훨씬 높다”
(연합뉴스, 2019.1.15.), ““미세먼지, 채소 ‘중금속’까지 영향””(KBS, 2019.1.17.),
“미세먼지 최악...농작물·가축 숨 못 쉰다” / “최악의 미세먼지...영농·농촌 현장은” /
“[사설] 미세먼지 공포, 농촌도 예외 아니다”(농민신문, 2019.1.18.), “미세먼지 공격에
대처하는 2019년 한국인의 자세”(매일경제, 2019.1.19.), “미세먼지 피해 5년째인데
농업 관련 연구는 ‘하세월’”(농민신문, 2019.1.21.), “[사설]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야”(농민신문,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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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19’ 주요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농업전망 2019※’ 행사를 열고,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 농
축산물 수급 전망을 발표

※ 추후 일정: 영남대회(2019.1.29., 경상북도청), 호남대회(2019.1.31., 전라북도청)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건강한 먹거리 해법, △농산업, 새로운 기회, △평화와 세계화, 우리의 과제 등이
논의되었고, 산업별 중장기 미래를 주제로 △곡물, △과일·과채 및 임산물, △채소,
△축산분야에 대해 전망
- 2019년 농업전망은 올해 22번째이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주요 농축산물의 품목별 중장기 건망을 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농업전망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가소득이 4,000만 원대에 진입하고, 농축산물
가격은 쌀과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농업생산액은 1년 전보다 4.2% 증가한 50조 1,890억 원으로 추산, 농업생산액이
5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9년은 지난해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쌀과 한우 가격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에 기인

- 2019년 농가소득은 농업 외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4,006만 원으로
예상돼 처음으로 4,000만 원대에 진입, 이어 2028년에는 농가소득이 4,8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19년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1% 감소한 1,052만 원※으로 전망

※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영농자재비, 광열비 등)이 상승한 결과

- 2018년산 단경기(올해 7~9월) 쌀 가격은 지난해 80㎏당 수확기 가격 19만 3,570원보다
4.4% 하락한 18만 5,000원으로 예상
-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234만 명, 농가 호수는 1.4% 감소해 101만 호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해 136만 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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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수출액은 2.2% 증가해 65억 5,000만 달러(약 7조 3,976억 원), 수입액은 0.6%
증가한 275억 8,000만 달러(약 31조 1,489억 원)로 예상
- 가축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억 9천 200만 마리로 관측
- 식생활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육류와 수입 과일 소비는 각각 연평균 1.3%, 2.2%
늘겠지만, 곡물과 채소 소비는 각각 0.7%, 0.9% 줄어들 것으로 전망
<「농업전망 2019」주요 전망 내용>
◈ 2019년 농업생산액 전년보다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전망(쌀과 한우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전년
보다 감소하나, 2017년 대비 2.6% 증가)
- 재배업 생산액 전년과 비슷한 30조 4,840억 원 전망
∙ 곡물 생산액 쌀·감자 가격 크게 높았던 전년 대비 4.7% 감소, 채소도 1.4% 감소 예상
∙ 반면, 과실류 생산액 전년보다 13.0%, 특용‧약용도 8.6% 증가 전망
- 축잠업 생산액 전년 대비 3.8% 감소한 18조 9,580억 원 전망
∙ 닭 생산액만 0.5% 증가, 한육우 1.4%, 돼지 7.9%, 계란 1.8%, 오리 6.9% 감소 예상
◈ 2019년 농가소득 전년 대비 증가, 4,000만 원대 진입 전망
- 농가소득 전년보다 1.1% 증가한 4,006만 원 전망
∙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1,052만 원 예상※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하락 예상(2018년: 27.1% → 2019년: 26.3%)
∙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1,758만 원 예상
∙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반면, 비경상소득 0.9% 증가 예상
※ 변동직불금: 통계청은 농업소득에 포함, 본 연구원에서는 이전소득에 포함
◈ 농가인구 감소세 2019년에도 지속되나,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전망
- 농가인구 전년보다 1.7% 감소한 234만 명, 농가호수 1.4% 감소한 101만 호 전망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전년보다 0.4%p 상승한 43.3% 예상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세 이어져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 명 전망
◈ 2019년 농업구입가격지수 전년보다 상승,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 하락 전망
- 농업구입가격은 경영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0.5%) 상승 예상
- 농가판매가격은 곡물류와 축산업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2.3% 하락 전망
◈ 2019년에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 이어질 전망
- 경지면적 전년보다 0.8% 감소한 159만 ha, 재배면적 0.9% 줄어든 162만ha 예상
-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2019년 67.9a 전망
◈ 2019년 가축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가축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2.4% 증가한 192백만 마리 예상
◈ 2019년 농축산물 수입 전년보다 증가하나, 수출 증가폭 더 클 것으로 전망
-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275.8억 달러, 수출액은 2.2% 증가한 65.5억 달러 전망
∙ 수출액 증가폭 확대로 무역수지 적자 전년 수준 예상
◈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수입과일 소비 증가, 곡물‧채소 감소 전망
-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와 수입 과일의 소비는 연평균 각각 1.3%, 2.2% 증가하는 반면,
곡물과 채소는 각각 0.7%, 0.9%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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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난해 농업생산액 50조 원 넘어…올해 농가소득 4천만 원 진입”(KBS, 2019.1.22.),
“지난해 농업생산액 사상 처음 50조 원 돌파”(YTN, 2019.1.22.), “올해 농가소득
사상 첫 4000만 원대 진입 전망”(매일경제, 2019.1.22.), “지난해 농업생산액 사상
첫 50조 원 돌파”(서울경제, 2019.1.22.), “올해 농가소득 처음으로 4000만 원 진입
전망”(아주경제, 2019.1.22.), “지난해 농업생산액 50조 원 돌파, 올해 농가소득 4천만 원
진입”(연합뉴스, 2019.1.22.), “올해 농가소득 사상 첫 4000만 원대 진입..KREI,
‘농업전망 2019’ 보고서”(파이낸셜뉴스, 2019.1.22.), “KREI 농가소득 올해 첫
4000만 원대 진입”(머니투데이, 2019.1.23.), “올해 농가소득 4천만 원대 진입 예상,
농업소득은 줄어”(농촌여성신문, 2019.1.24.), “2019년 농가소득 4천만 원대 진입하고,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세 이어질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도자료, 2019.1.22.)

- 54 -

⎗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4.)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2019.1.24.]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지정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심층 정보분석 및 활용자료
등의 생산을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2018.7월~8월까지 식품 주 구입자 대상 2,021가구 설문 조사뿐만 아니라 가구 조사 대상 중
500가구의 4주간 가계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조사 내용(주 구입자 대상): 가공식품 구매 및 소비행태 일반, 가공식품 품목별 구입현황, 간편식·건강
기능식품 및 건강식품·유기가공식품 구입현황, 식품소비라이프스타일 및 인식

주요 결과
가공식품 구입 행태

❍ [가공식품 구입주기] 주 1회(43.7%)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구매 주기가 짧아
❙가공식품구입 주기(Base: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원 수

월평균
가구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매일
1.9
1.0
1.3
2.8
2.6
0.0
1.6
1.8
2.6
2.2
1.0
1.9

주 2~3회
28.7
21.1
20.3
33.6
39.9
61.1
19.5
21.0
29.7
34.1
27.7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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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43.7
41.6
45.9
43.3
44.8
28.7
35.1
43.9
45.1
44.4
51.6
38.5

2주 1회
20.1
27.4
23.8
17.3
11.2
10.3
29.8
25.3
18.5
16.4
16.3
12.4

월 1회
4.9
7.5
8.2
2.6
0.9
0.0
12.2
7.4
3.4
2.7
2.5
0.6

월 1회 미만
0.7
1.4
0.5
0.5
0.6
0.0
1.8
0.6
0.7
0.2
0.9
0.0

⎗ 통계·조사

❍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대형할인점(36.3%)’ ＞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28.1%)’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17.2%)’ 순
- (주 구입처 이용 이유)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29.3%)’ ＞ ‘품질이 좋아서
(19.4%)’ ＞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18.7%)’ 순
❍ 최근 1년간 온라인을 통한 가공식품 구입경험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구입하였다는 응답은
41.6%,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4%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유) ‘직접 방문하지 않아 시간이 절약된다(47.2%)’ ＞ ‘가격을
비교하고 살 수 있어서 유익하다(24.4%)’ ＞ ‘구매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리하다(24.2%)’
순이었으며, PC·컴퓨터(17.7%)보다는 스마트폰·태블릿을 이용한 모바일(82.2%)로 주로 주문
- (온라인 지출액이 많은 품목군) ‘면류(14.7%)’ ＞ ‘건조수산가공품(9.7%)’ ＞ ‘육류
가공품(9.3%)’ ＞ ‘간편식(8.4%)’ ＞ ‘음료류(7.9%)’ ＞ ‘커피류(7.8%)’ ＞ ‘건강
기능식품(7.1%)’ 순
-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는 이유) ‘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29.2%)’ ＞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19.4%)’ ＞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획득이 어려워서(18.5%)’ 등의 순으로,
향후 1년간 온라인 가공식품 구입이 증가할 것(15.4%)이라는 예상이 감소할 것(2.6%)이라는
예상보다 많아
간편식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간편식 17개 품목군※의 최근 1년 구입 경험은 61% 이상이며, ‘만두·피자류(93.9%)’ ＞
‘면류(93.6%)’ ＞ ‘김밥류(87.2%)’ 등의 순으로 높아

※ 간편식 품목군: 즉석조리식품(밥류, 면류, 국류, 찌개･탕류, 죽･스프류, 육류, 수산물, 만두･
피자류, 소스류, 양념류), 즉석섭취식품(샐러드,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햄버거류, 반찬류),
신선편의식품(신선편의채소, 신선편의과일)
- 가구 내 소비를 위한 간편식 월평균 지출액은 78,875원이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1인 가구가 가장 높아

※ 간편식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높은 순): 1인 가구(71,517원), 5인 이상 가구
(58,596), 4인 가구(49,267), 3인 가구(47,947), 2인 가구(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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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경우 ‘밥류’, ‘김밥류’, ‘샌드위치·햄버거류’ 등 즉석섭취식품 구입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구에 비해 간편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 소비자들은 간편식의 편리성·다양성·맛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구입이
증가할 것(28.1%)이라는 예상이 감소할 것(1.2%)이라는 예상보다 많아

※ 간편식(HMR) 만족도(5점 만점): 편리성(3.97), 다양성(3.85), 맛(3.75), 전반적인 품질(3.67),
안전성(3.52), 영양(3.51), 가격(3.32) 순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이하 건강식품) 가구원수, 가구원 연령, 월평균 가구 소득에 상관
없이 복용(89.3%)※※하고 있다고 응답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한 것, (건강식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건강즙･환･벌꿀 등을 포함
※※ 현재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복용 여부: 먹고 있다(89.3%), 먹고 있지 않다(10.7%)

- 가족구성원들의 복용 중인 건강식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 및 무기질을 가장 많이
복용 중이며, 10대 이하는 발효미생물류(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비중이 26.0%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인삼류(인삼, 홍삼) 비중이 19.6%로 높게 나타나
❙성·연령별 복용 중인 건강식품(단위: %)❙
연령별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필수지방산
클로렐라/엽록소
인삼류
페놀류
당 및 탄수화물
발효미생물류
건강즙/엑기스
건강환/분말
동물성원료건강식품
기타원료
계

10대 이하
37.6
1.9
0.8
5.6
1.1
8.4
0.0
0.2
26.0
13.4
0.5
0.0
4.4
100.0

연령대별
20~30대
40~50대
39.2
30.1
3.3
2.4
1.8
2.2
8.3
15.6
2.9
2.5
11.3
17.0
0.7
0.6
2.1
3.0
13.0
8.3
12.3
13.1
1.3
1.7
0.6
0.9
3.2
2.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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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60대 이상
23.3
2.2
2.3
16.9
1.5
19.6
0.3
3.9
5.5
15.2
3.0
1.1
5.2
100.0

남성
29.7
1.8
2.1
11.5
1.3
19.7
0.5
2.3
9.2
14.9
1.8
1.4
4.0
100.0

여성
32.5
3.1
2.0
15.1
3.0
12.1
0.4
3.2
10.9
12.4
1.8
0.4
3.1
100.0

⎗ 통계·조사

- (연령대별 정보획득 채널※) 모두 지인 등의 추천에 의해 건강식품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
하고 있으나, 20~40대는 온라인 소개, 50~70대는 TV 등 광고를 통한 정보획득이 2순위

※ 건강식품 구입에 필요한 정보 획득처(1∼2순위 가중): 가족, 지인, 친구 등의 추천(31.9%),
광고(17.5%), 포장재 설명(14.3%), 온라인 소개(13.5%), 약사의 설명(10.0%) 등
- 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3.36개 구매(선물용 1.04개, 섭취용 2.32개)하였으며,
향후 1년간 구입이 증가할 것(19.9%)이라는 예상이 감소할 것(1.5%)이라는 예상보다 많아
식품소비 라이프스타일 및 인식

❍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맛과 영양을 중시하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 (평소 식품 소비 상황 일치도※ 조사 결과) ‘맛을 중시한다(3.44점/5점 만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한다(3.40)’, ‘영양을 고려한다(3.35)’ 가 높게 나타나

※ 평소 식품 소비 상황 일치도 조사(18개 항목): 김치와 장류를 사서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는다, 동일제품의 여러 회사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편이다,
식품구입 시 절단 및 세척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다양한 맛을 원해 식단을 매번 바꾸는
편이다 등
- (식품 소비 인식에 일치※하는 정도) ‘국내산 원료로 만든 제품(3.56)’, ‘국내 회사에서
제조된 국내 브랜드(3.54)’를 선호

※ 평소식품소비인식도(15개 항목): 인공감미료가들어있는가공식품은 먹지않는다, 전통방식
으로 만든 제품을 선호한다,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제품을 선호한다,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선택한다, 식품회사중사회적으로좋은일을많이하는착한기업제품을선호한다등
- (건강에 좋은 품목 인식) 소비자들은 유가공품(24.1%), 건강기능식품(18.5%), 연식품(14.9%,
두부·묵류 등), 김치류(7.8%)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품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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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삼 수출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1.)

개요
❍ [농식품부, 2018년 인삼 수출 현황 발표, 2019.1.21.]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인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사상 최초로 2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인삼 수출 규모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까닭은 작년의 인삼 수출이 중국 등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베트남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 대비 3천만
달러 증가한 1억 8천 8백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 품목※※ 중 5위를 차지

※ 인삼류 수출: (2017) 6,410톤/158,393천 달러 → (2018) 7,512(17.2%↑)/187,742(18.5%↑)
※※ 농식품 수출 품목: 궐련(792.3백만 달러), 음료(418.1), 라면(413.1), 커피조제품(265.8)
❙농산물 수출에서 인삼류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1990

1995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산물수출(백만 달러)

795.0 1,086.6 1,251.9 1,563.2 1,758.5 1,898.9 2,008.2 2,403.5 2,621.0

인삼수출액(백만 달러)

164.9

139.9

74.8

66.6

89.2

82.5

89.1

92.1

97.2

비율(%)

20.7

12.9

6.0

4.3

5.1

4.3

4.4

3.8

3.7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산물수출(백만 달러) 3,721.6 4,940.8 4,785.0 4,741.0 5,223.7 5,220.6 5,581.2 6,046.6 6,006.7
인삼수출액(백만 달러)
비율(%)

124.2

189.4

150.8

174.9

183.5

155.1

133.5

158.4

187.7

3.3

3.8

3.2

3.7

3.5

3.0

2.4

2.6

3.1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가별) 중화권 수출의 회복세 속에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품목별) 홍삼 수출이
29.4% 증가하여 뿌리삼(홍삼, 백삼, 수삼)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홍삼정 등 제품류 수출도
15.4% 증가

주요 내용
❍ [2018년 인삼 수출액] 1억 8천 8백만 달러, 전년 대비 3천만 달러 증가(18.5%↑)
- (주요 수출국) 중국(5천 1백만 달러), 일본(33백만 달러), 홍콩(29백만 달러), 미국(24백만 달러)
순으로 중화권이 53.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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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삼 수출 현황❙
국가명

계(a)
중 중국
화 홍콩
권 대만
(b) (소계)
일본
미국
베트남
기타

2016년
물량(톤)
천($)
5,828 133,486
441
21,681
192
18,594
403
10,952
1,035
51,227
601
38,086
816
17,846
1,929
10,986
1,447
15,340

2017년(A)
물량(톤)
천($)
6,410 158,393
753
37,975
194
21,335
484
18,446
1,431
77,756
576
28,790
1,215
21,150
2,546
12,959
643
17,737

2018년(B)
물량(톤)
천($)
7,512 187,742
986
51,187
395
28,997
560
20,375
1,941 100,559
677
32,837
1,077
23,701
3,137
15,201
680
15,445

(B-A)/A(%)
물량
금액
17.2
18.5
31.0
34.8
103.3
35.9
15.8
10.5
35.7
29.3
17.6
14.1
△11.4
12.1
23.2
17.3
5.9
△12.9

❍ [국가별]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으로 1억 달러(29.3%↑),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시장
으로 29.5백만 달러(1.8%↑), 미국, 캐나다에도 각각 23.7백만 달러(12.1%↑), 3.7백만 달러
(17.1%↑)를 수출
❙주요 국가별 인삼류 수출 현황(단위: 백만 달러)❙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미국
베트남
합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홍삼
33.6 65.6% 17.0 58.5% 10.3 50.5% 0.5 1.4% 0.3 1.3% 1.7 11.4% 66.8 35.6%
홍삼조제품 9.2 18.0% 4.0 14.0% 2.0 9.8% 7.0 21.4% 8.0 33.7% 7.6 49.9% 41.5 22.1%
홍삼정
2.2 4.3% 2.1 7.2% 4.2 20.5% 8.1 24.7% 9.1 38.6% 1.3 8.7% 29.5 15.7%
인삼음료
5.2 10.2% 0.3 1.2% 1.3 6.3% 8.4 25.7% 3.2 13.7% 3.0 19.4% 23.7 12.6%
백삼
0.2 0.4% 2.6 9.1% 1.9 9.4% 0.3 1.0% 0.3 1.1% 0.2 1.4% 5.6 3.0%
기타
0.8 1.5% 3.0 10.0% 0.7 3.5% 8.5 25.8% 2.8 11.6% 1.4 9.2% 20.7 11.0%
합계
51.2 100% 29.0 100% 20.4 100% 32.8 100% 23.7 100% 15.2 100% 187.8 100%
구분

❙국가별 인삼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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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인 스페인, 독일, 러시아의 경우 각각 4천 4만 달러, 17.6만 달러, 13.7만 달러로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
❍ [품목별] 뿌리삼※이 전체 수출액의 39.6%(74.3백만 달러)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용편이성, 간편성 등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패턴 변화로 제품류※※
(조제품, 인삼정, 홍삼정 등) 수출(113.4백만 달러)도 꾸준한 증가세

※ 뿌리삼 비중: (2016) 44.4백만 달러(33.2%) → (2017) 60.2(38.0%) → (2018) 74.3(39.6%)
※※ 제품류 수출: (2016) 5,576톤/89,132천 달러 → (2017) 6,093/98,237 → (2018) 7,212/113,412
❙품목별 인삼류 수출 현황❙

품목

2016년

2017년(A)

2018년(B)

(B-A)/A(%)

물량(톤)
5,828

천($)
133,486

물량(톤)
6,410

천($)
158,393

물량(톤)
7,512

천($)
187,742

물량
17.2

금액
18.5

본삼

253

44,353

318

60,157

300

74,330

△5.5

23.6

- 중화권

164

33,545

230

52,802

266

67,053

15.7

27.0

제품
- 중화권

5,576
871

89,132
17,682

6,093
1,200

98,237
24,954

7,212
1,674

113,412
33,494

18.4
39.5

15.4
34.2

계

❍ [수출 증가 원인]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의 뿌리삼 재고 소진과 추가 수요 확대, 일본·
미국·동남아※※ 등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가 인삼 수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

※ 중화권(전년 대비): (중국) 51.2백만 원, 34.8%, (홍콩) 29.0, 35.9, (대만) 20.4, 10.5
※※ 기타(전년 대비): (일본) 32.8백만 원, 14.1%, (미국) 23.7, 12.1, (베트남) 15.2, 17.3

- 수출물량 감소(11.4%)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12.1%)한 미국※의 사례와 저가의 기타
제품류 수출은 감소(9.2%)한 반면, 고가의 홍삼조제품은 증가※※(32.7%)한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려인삼에 대한 인지도와 수출 저변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는 분석

※ 미국: (2017) 1,215톤/21.1백만 달러 → (2018) 1,077(11.4%↓)/23.7(12.1%↑)
※ 미국(인삼음료/홍삼정): (2017) 4,279천달러/7,035천달러→(2018) 3,248(24.1%↓)/9,138(29.9%↑)
※※ 세계(기타/홍삼조제품): (2017) 22,746천달러/31,274천달러→(2018) 20,661(9.2%↓)/41,4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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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교역 현황
자료 : 관세청(2018.1.24.)

개요
❍ [관세청,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교역 현황 발표, 1.2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2015.1.1.) 5년차를 맞아 지난 4년간의 캐나다와의 FTA 교역 현황을 발표
- (양국 교역 규모, 2018년 기준) 115억 달러로 발효 1년 차인 2015년 대비 33.7% 증가, 같은
기간 세계 교역량이 18.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캐 FTA가 양국 간 교역량 증대에 기여
- (수출입) 캐나다로 수출은 46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23.9% 증가했고, 수입은 40억 달러
에서 58억 달러로 45% 증가
❙한국의 對캐나다 FTA 발효 연차별 교역 현황(단위: 억 달러)❙
구분
1년차(2015)
4년차(2018)

교역
9,634
11,403

對세계
수출
5,269
6,052

수입
4,365
5,352

교역
86
115

對캐나다
수출
46
57

수입
40
58

對캐나다 FTA
교역
수출
수입
40
31
9
56
41
15

주요 내용
❍ [수출]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 △무선통신기기,
△형강, △제트 연료유 등
-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FTA를 적용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인하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의 수출은 캐나다 수출 전체의 40.1%를 차지, FTA 발효로 우리나라
수출 승용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2017년 완전 철폐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수입] 캐나다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유연탄, △구리광, △철광, △펄프 등 광물‧원
자재와 수산물 등
- 한-캐나다 FTA 발효로 알루미늄괴, 가공하지 않은 금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 조달이 가능
- 특히, 캐나다산 바닷가재(랍스터) 수입이 꾸준히 증가, 한-캐나다 FTA 이전 랍스터는 미국
에서 주로 수입되었지만 한-캐 FTA 발효 이후 20%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캐나다산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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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캐나다 자동차 수출실적>

<랍스터 수입 추이 미국산 vs 캐나다산>

❙한-캐나다 FTA 발효 전·후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변화❙
수출
1
2
3
4
5
6
7
8
9
10
수입
1
2
3
4
5
6
7
8
9
10

FTA 발효 전(2014년)

FTA 발효 후(2018년)

수출품목
수출금액(백만 달러)
자동차
2,073
무선통신기기
310
자동차부분품
235
철판
150
고무타이어
87
형강
86
냉장고
74
전동축
70
변압기
61
액체펌프
55
FTA 발효 전(2014년)
수입품목
유연탄
동광
철광
펄프
사료용 메슬린
알루미늄 괴
원목
기타 기계류
아연광
돼지고기

수입금액(백만 달러)
1,454
534
271
247
149
148
137
120
9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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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수출금액(백만 달러)
자동차
2,283
무선통신기기
630
자동차부분품
147
형강
123
고무타이어
86
제트 연료유
74
철강관
68
차량용 이차전지
56
콘크리트 펌프
49
드라이클리닝기
48
FTA 발효 후(2018년)
수입품목
유연탄
구리광
목재펄프
터보제트식 항공기
철광
알루미늄 괴
가공하지 않은 금
랍스터
식물성 오일
돼지고기

수입금액(백만 달러)
1,841
513
288
287
215
136
103
102
8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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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1.)

개요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발표, 1.21.] 국제통화기금은
2019.1.21일 22:00(한국시간, 워싱턴 현지시간 1.21일 08:00)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주요 내용
❍ [세계경제] 무역정책 불확실성·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상황 하에서, 20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하여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美中 간 관세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2018.10월 전망 시 기(旣) 반영, 금번 조정은 독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등 국가별 요인과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 반영

- (하방리스크) ① 무역긴장 상존, ② “no-deal" 브렉시트·예상 이상의 중국 경기 둔화
시 금융시장 심리 악화, ③ 기타 요인※ 등

※ 신(新) 정부 출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지속, 지정학적 위험(중동 및 동아시아 지역) 등
❍ [선진국] 독일 등 유로존의 전반적 성장세 둔화로 하향 조정, 미국 성장 전망은 유지,
일본은 재정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 [신흥개도국] 유가 하락·무역갈등 등 글로벌 요인과 특수한 국내 요인으로 국가별 상이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중남미 등 하향 조정)
❍ [정책권고] △다자적 협력…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등 무역 관련 협력, 금융규제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통합 논의 지속, △국내 정책…(선진국) ① 생산성
향상, ② 노동시장 참여 제고, ③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④ 재정 완충여력
보강 필요, (신흥개도국) ① 거시건전성 체계 강화, ②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③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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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단위: %)❙
2019년
경제성장률

2018년

2018.10월
(A)

2019.1월
(B)

3.7
2.3
(2.0)

3.7
2.1
(1.9)

3.5
2.0
(1.7)

미국

2.9

2.5

유로존

1.8

독일
프랑스

2020년
2018.10월
(C)

2019.1월
(D)

조정폭
(D-C)

△0.2
△0.1
(△0.2)

3.7
1.7
(2.0)

3.6
1.7
(2.0)

△0.1
0.0
(0.0)

2.5

0.0

1.8

1.8

0.0

1.9

1.6

△0.3

1.7

1.7

0.0

1.5
1.5

1.9
1.6

1.3
1.5

△0.6
△0.1

1.6
1.6

1.6
1.6

0.0
0.0

이탈리아

1.0

1.0

0.6

△0.4

0.9

0.9

0.0

스페인

2.5

2.2

2.2

0.0

1.9

1.9

0.0

일본
영국

0.9
1.4

0.9
1.5

1.1
1.5

0.2
0.0

0.3
1.5

0.5
1.6

0.2
0.1

캐나다

2.1

2.0

1.9

△0.1

1.8

1.9

0.1

기타 선진국

2.8

2.5

2.5

0.0

2.5

2.5

0.0

4.6
(4.9)
6.6

4.7
(5.2)
6.2

4.5
(5.1)
6.2

△0.2
(△0.1)
0.0

4.9
(4.6)
6.2

4.9
(4.6)
6.2

0.0
(0.0)
0.0

인도

7.3

7.4

7.5

0.1

7.7

7.7

0.0

브라질

1.3

2.4

2.5

0.1

2.3

2.2

△0.1

러시아
남아공

1.7
0.8

1.8
1.4

1.6
1.4

△0.2
0.0

1.8
1.7

1.7
1.7

△0.1
0.0

세계
선진국
(소비자물가)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중국

※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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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폭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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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6년 연속 한국 세계 1위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2.)

❍ [블룸버그,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발표, 1.22.]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7.38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 2014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

※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TOP5 국가점수(2018년 → 2019년): 2위: 독일(4위 → 2) 87.30, 3위: 핀란드(7 → 3) 85.57,
4위: 스위스(5 → 4) 85.49, 5위: 이스라엘(10 → 5) 84.78
※※ 기타 주요국: 일본(6위 → 9) 81.96, 미국(11 → 8) 83.21, 중국(19 → 16) 78.35

- (한국 평가) 우리나라는 ‘R&D 지출 집중도’ 및 ‘제조업 부가가치’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고 ‘첨단기술 집중도’에서도 4위 유지, 이러한 결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
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14) 4.29 → (2015) 4.23 → (2016) 4.24 → (2017) 4.55
- (향후 개선) 정부는 상반기 중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 △경제 전반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경제활력을 제고, △주요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도 병행할 예정
- (향후 계획)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
<블룸버그 혁신지수(Innovation Index) 세부사항>
◈ (산출방식) 다음 7개 분야 통계수치를 지수화하여(각 분야별 가중치는 동일) 국가별로 0~100점을 부여
① R&D 지출 집중도: GDP 대비 R&D 지출(민간+공공) 비중
② 제조업 부가가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③ 생산성: 15세 이상 노동인구당 GDP 규모(최근 3년간 개선 추이 포함)
④ 첨단기술 집중도: 국내 상장기업 중 첨단기술 기업 비중, 전 세계 첨단기술 기업 숫자 대비 해당 국가의
첨단기술 기업 숫자
⑤ 교육 효율성: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 노동인구 중 대학 학위소지자 비율, 연간 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비중, 전체 노동인구 중 이공계 대학전공자 비중
⑥ 연구 집중도: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 전문인력 숫자
⑦ 특허 활동: 인구 백만 명당 특허숫자, GDP 1천억 달러당 특허 숫자, 전 세계 특허 중 해당 국가의 특허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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