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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2019.3.4.)

개요
❍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3.4.] ① 수출활력 제고
대책, ②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③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④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을 논의

※ 한편, 홍남기 부총리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➊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➋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➌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 ➍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
<「수출활력 제고 대책」>
❍ 당장 수출활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나아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망라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수출활력 제고 과제들을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단기 수출활력 제고’,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수요자 중심 수출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

※ 수출기업 현장방문(1.3.),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1.21.), 수출통상대응반(2.11.), 수출활력
촉진단(1.31.～), 중견기업 수출간담회(2.20.), 중소기업 수출간담회(2.22.) 등

❍ [1. 단기 수출활력 제고] 5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제작-선적-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
- 금년도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235조 원으로
확대

※ 무역금융 규모(조 원): (2018년) 220 → (2019년 당초) 232 → (2019년 수정) 235
- 특히,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1천억 원)
- 이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1조 원),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3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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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
- 특히,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올해 3월 중 우즈벡 타쉬켄트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新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ASEAN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
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
❍ [3.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정부,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에도 역점
- 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해 새 수출 주역으로 등장하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부족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에게는 전문상사에 의한 수출대행 등 지원을 강화
- 중견기업 경우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 출시(3조 원), 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지원폭도
확대할 계획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과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수출
100억 달러※’ 초과 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대책

※ 2019년 수출액 목표: (농식품) 77억 달러, (수산식품) 25억 달러

- 오늘 발표(3.4.)하는 농수산식품 분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바이오헬스·전자무역·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지원 후속대책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 그간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신설법인(만 개): (2003) 5.3 → (2008) 5.1 → (2013) 7.6 → (2018) 10.2
벤처기업(천 개): (2000) 9 → (2005) 10 → (2010) 25 → (2015) 31 → (2018) 37
- 모처럼 살아난 창업의 불씨가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② 창업에 이어 성장(Scale-Up)에 대한 집중 지원, ③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
⇒ 금번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장관님들과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보완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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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 농식품부는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3.4.)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국가
전체적인 수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농식품 수출액 77억 달러(전년 대비
11%↑)를 목표로 설정하여 상반기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
- (주요 내용) 농식품는 수출확대 방안으로 4가지 중점 추진전략※과 주요 품목별 수출
방안을 마련

※ ① 상반기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가동, ② 전략적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③ 유망품목 육성 및 신규시장 공략, ④ 해외 지원조직 역할 강화 및 민관 협업 추진
<1. 농식품 수출 동향 및 목표>
❍ [2018년 실적]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3억 달러로 아세안 시장의 성장과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성장세 유지
❙최근 5년간 수출 추이(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2014년
61.8(8.0)

2015년
61.0(△1.3)

2016년
64.6(5.9)

2017년
68.3(5.6)

2018년
69.3(1.5)

2019.1월
5.8(6.7)

-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 경신(12.8억 달러,
16.6%↑), 가공식품 수출은 소폭 감소(56.5, △1.4%)

※ 배(81백만 달러, 22%↑), 유자차(41, 12%↑), 포도(14, 61%↑), 딸기(48, 9%↑)
❍ [2019년 동향] 1월 농식품 전체 수출은 5.9% 증가, 신선농산물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2019.1월: (전체) 543.5 → 575.9백만 달러, 5.9%↑, (신선) 106.4 → 121.7, 14.4%↑, (가공)
437.1 → 454.2, 3.9%↑

❍ [목표]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한 77억 달러를 2019년 수출목표로 설정※, 총력 대응
하여 국가 전체적인 수출 위기상황 극복에 일조

※ 2019년 농식품 수출은 69.3억 달러에서 2.4% 증가한 71억 달러로 전망(KREI･산림청)

- 국가 전체 수출 감소세(△5.8%, 19.1월)와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주력시장(일본·중국) 및 新남방시장(베트남 등)의 호조※, 신선농산물 수출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식품 수출 극대화

※ 1월 실적: (일본) 14.7%↑(125.9백만 달러), (중국) 16.0%↑(79.7), (베트남) 26.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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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전략 1.

상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가동

❍ 2019년 농식품 수출 77억 달러, 11% 증가를 목표로 농식품부 및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수출비상대책 TF 운영※

※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및 수출 애로 상담(2019.2.8～3월, 전국 7개 시･도 8회) 추진

❍ 상반기 수출 붐업을 위해 특별판촉, 대규모 물산전 등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한류 스타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마케팅※) 아세안 지역 특별판촉(3~5월), 중국 대규모 물산전(4월), 홈쇼핑 프로그램
연계 신선농산물 판촉(3~5월) 추진

※ (아세안) 6개국 8개 유통매장 연계 / (중국) 허마센셩･JUSCO 등 유통매장 211개소 연계
- (홍보) 박항서 감독 미디어 집중홍보※(1~3월) 등 한류 스타 홍보 추진

※ 베트남 1,300여 개소(건물 EV 등)에서 홍삼･인삼･딸기･음료 등 홍보

전략 2.

전략적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물류비] 수출 비수기 물류비 지원율을 높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시장 개척(최초
1백만 달러), 초보 품목※※ 추가 지원(표준물류비의 9% → 18)

※ 파프리카(1～4월, 8～10월)･버섯(3～8월)에 대해 계절별 차등 지원
※※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인 ‘미래클’ 선정 품목 중 수출 1백만 달러 미만인 품목

❍ [인프라] 신선 전용판매관 확충, 베트남 내 콜드체인 사업 시범추진※

※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 확충: (2018) 3개국 18개소 → (2019) 5개국 30개소
콜드체인(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2018) 중국 → (2019) 베트남 시범 추진

❍ [지원조건 완화] 박람회·판촉 등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과 사업
의무액 등의 제한 완화※

※ (박람회) 수출 1억 달러 이상 업체 참가 제한 폐지, (판촉) 미래클 상품 판촉 의무액
200% → 100

전략 3.

유망품목 육성 및 신규시장 공략

❍ [유망품목] 초기 마켓 테스트를 위한 안테나숍을 확대※하고, 일본 등을 타겟으로 한 신선
유망품목 육성 및 시범 수출 추진

※ (2018) 20개국, 65개 매장(신선55, 가공 1,144품목) → (2019) 22개국, 72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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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아스파라거스 등 유망품목을 2019년 ‘미래클 K-Food’로 지정, 안전성 관리·
상품화·마케팅까지 단계별 지원
❍ [신규시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K-Food Fair)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B2B) 행사에 중점을 두되, 시장별 특성을
공략할 수 있는 소규모 소비자행사(B2C) 병행
- (시장 다변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전략국가※를 집중 선정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확대(80명 → 100) 등으로 초기개척 강화

※ (신남방) 캄보디아, 인도, 말련, 미얀마 / (신북방) 몽고, 폴란드
전략 4.

해외 지원조직 역할 강화 및 민관 협업 추진

❍ [해외조직] 바이어 알선, 현지 유통매장 연계 판촉, 안테나숍 운영 등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해외지사(9개국 15개소, 2019년) 기능 강화※

※ 해외지사 평가 시 ‘신규 거래알선’ 비중 강화(8% → 15, 3월) / aT 운영 안테나숍 확대
(1개소 → 5)

❍ [민관협업] 무역협회 등 민간과의 협업으로 「新유통채널」 구축
- (무역협회) 중소 수출업체의 신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역직구 플랫폼※에 우수 상품
입점 및 마케팅(특별기획전 등) 신규 지원(3월~)

※ 무역협회 역직구몰(Kmall) 입점 추진 (미래클･상품화 지원업체 등 50업체, 100품목 목표)

- (도매시장법인) 서울시유통공사·수출업체·도매시장법인 간 협의체 구성, 국가별 도매
시장 네트워크 활용한 기획수출 추진(3월~)
<3.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
【 신선 】주요 품목 경쟁력 강화와 신규 품목 육성 병행

❍ [파프리카※] 수출 비수기 내수 물량의 수출 활성화

※ 수출액: (2018.1.) 6,708천 달러 → (2019.1.) 7,391, 10.2%↑ / (2018) 92.3백만 달러 →
(2019) 100(8%↑)

- 수출 비수기(1~4월, 8~10월)의 수출확대를 장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조직 물류비 지원을 계절 탄력적으로 운영
❍ [딸기※] 수출 통합조직(K-Berry) 육성으로 과당경쟁 방지

※ 수출액: (2018.1.) 9,299천 달러 → (2019.1.) 11,798.8, 26.9%↑ / (2018) 48백만 달러 → (2019)
5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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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2018.12.) 결성된 수출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저가 딸기의 수출시장 교란 사전
예방 등 수출 애로사항 발굴·해소 추진

※ 품목별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2/3 이상을 하나의 창구로 수출하는 농가･업체 연합체
❍ [포도※] 고품질 품종으로 고소득층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수출액: (2018.1.) 123천 달러 → (2019.1.) 149, 21.7%↑ / (2018) 14.3백만 달러 → (2019)
21.5(50%↑)

- 신선농산물 전용 안테나숍(K-Fresh Zone) 등을 통해 동남아·중국에 고품질 품종
수출을 확대하고, 중동·유럽·북미 시장에 시범 수출
❍ [깻잎] 일본 외식시장(야키니쿠 체인) 타겟으로 깻잎 수출 확대
- 병해충·농약 문제해결을 위해 밀양·금산의 선도농가가 참여하는 ‘세척깻잎’ 시범
수출 프로젝트 추진, 신규 수출 품목으로 육성(3월~)
세척깻잎 시범수출 계획
농촌진흥청 협업으로 ① 양액재배단지 확대(2018년: 1개소 300평 → 2020년: 10, 3,000) 및 ② 선도농
대상 수확후관리 → 세척 → 포장 → 물류 등 단계별 기술컨설팅 지원 등 시범 수출

【 가공 】 김치·인삼 등 국산 원재료 사용 품목 집중 육성

❍ [김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일본·대만 유통 확대

※ 수출액: (2018.1) 6,986천 달러 → (2019.1.) 9,113, 30.5%↑ / (2018) 97.4백만 달러 → (2019)
107.1(10%↑) / 국가별 수출비중: (일본) 57.6%, (미국) 9.2, (대만) 5.2, (홍콩) 4.6

- (유통기간) 김치 종균개발 및 포장기술 개발 등 수출 단계 변질을 막기 위한 유통기간
연장 R&D 및 현장 적용※

※ (업계 애로) 미국･유럽 수출 시 운송･통관에 30일 이상 소요, 품위 변화에 따른 바이어 불만
- (유통경로) 일본의 1인 가구 타겟으로 ‘캔김치’의 편의점·드럭스토어 신규 입점※을
추진하고, 대만에서도 편의점을 통한 판촉 추진

※ 패밀리마트(입점확정) → 로숀, 세븐일레븐, 드럭스토어 등으로 확대
❍ [인삼류※] 중국 내 차별화 홍보 및 UAE 수입허가 지원

※ 수출액: (2018.1.) 16,338천 달러 → (2019.1.) 17,033, 4.3%↑ / (2018) 187.7백만 달러 → (2019)
225.2(20%↑)

- (중국)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 인삼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려인삼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지원(온라인·판촉)

- 6 -

⎗ 정책동향
- (UAE) 홍삼제품 수입허가를 위한 UAE 측 식품분류기준 공개 요청 및 제도개선 협의※
(2019.4월 한 UAE 농업협력위원회 논의)

※ (업계 애로) UAE 인삼제품 분류기준(건강보조/일반식품) 비공개 및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불명확성으로수입허가지연･반려(2017년‘Life Pharmacy’社 정관장제품수입포기)
❍ [기타 가공] 식품산업협회·무역협회 협업으로 동남아·중국 대형 유통망·온라인몰 입점
확대, 전문무역상사(이마트 등) 유통망 활용
- 식품산업협회 협업으로 동남아 상설판매관(롯데마트·빈마트) 확충※

※ (2018) 33개소 (베트남 23, 인니 10) → (2019) 126개소(베트남 81, 인니 45)

<4. 향후 계획>
◈ 수출비상대책 TF 중심으로 수출실적 점검 ↔ 현장 응원 병행
◈ 상반기 특별판촉, 물산전 등 판촉·박람회 집중추진

❍ 수출비상대책 TF 중심으로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현장응원 추진
- 장·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매주 채소·과실·인삼·김치 등 주요 수출품목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 애로 관리
❙수출비상대책 TF 운영 일정❙
구분

일자

지역

참석자

수출점검회의

3.4.

세종

농식품부 장관(주재), 품목별 업체 대표 등

3.14.

경기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토마토

3.20.

전남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aT

멜론

3.21.

전북

농식품부, aT

닭고기

3.26.

충남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aT

깻잎

3.27.

경남

농식품부, aT

딸기

3.28.

충북

농식품부, aT

인삼, 김치

현장 수출응원

비고

❍ 상반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판촉·물산전 및 박람회 참가 추진
❙상반기 주요 판촉·박람회 일정(예시)❙
구분
대규모 물산전

일자
3.28.~4.28.

지역
중국 상해

규모
JUSCO, 허마센셩 등 현지 유통매장 211개소,

특별판촉

3월~5월

아세안 6개국

이마트·롯데마트 등 8개 유통매장 166개소

3.5.~3.7.

일본 도쿄

1,203m², 93개 부스

4.24.~26.
5.14.~16.

베트남 호치민
중국 상해

255m², 28개 부스
800m², 89개 부스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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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19.3.6.)

개요
❍ [기획재정부,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19.3.6.]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시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
- (정책방향)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 창출,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 보완,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주요 내용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3월 내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61%) 실시

※ (1･2단계) 旣 확정 총 8.3조 원 조기 추진 (3･4단계) 투자프로젝트전담반 → 추가 발굴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보육·요양 등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대(1단계 2.9만 명, 2단계 6.6만 명)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규제입증 책임전환※ 조기 추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

※ 기획재정부 소관 조달･외환분야 2019.1분기 시범 진행 → 상반기 중 전 부처 확대

❍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 8 -

⎗ 정책동향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을 추진
❍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돌봄, 급식 등)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 강화

※ 신보 보증기금 확대(5천억 원,～2022) 및 사회가치연대기금(3천억 원, ～2023) 조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

❍ 생활 SOC 사업(192개, 국비 8.6조 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 적극 추진

※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 개선(상반기)

❍ 국가기능 지방 이양 추진방안 마련(3월) 및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토지개발 선도
사업지 11곳)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추진
 2019년 경제정책방향 16대 과제성과 창출

❍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 밀착 관리] △과제별 주관부처에 책임
담당관 지정하여 주관부처가 오너십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주기적으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집중 점검
❍ 속도 내서 성과 내고 국민이 체감토록 정책역량 집중
◈ (Big Project) 상반기 내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3.9조 원) 착공, 예비타당성 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민자투자사업 제도 개편 추진
◈ (Big Innovation) 주력제조업·유망서비스업·신산업 등 4대 분야 12개 업종※의 경쟁력 제고
또는 활성화 대책 마련
※ 주력 제조업(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조선), 서비스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신산업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 민관 합동TF 중심으로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대책 마련·시행
◈ (Big Deal)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 2~3곳 발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Big Trust)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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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 성장은 작년 수준 유지, 고용은 작년보다 개선

구분

2018

2019

① (성장·물가) 2018년과 유사

성장률(%)
소비자물가(%)

2.7
1.5

2.6~2.7
1.6

② (고용·분배) 금년보다 개선

취업자수(만 명)
고용률(15~64세)

10
66.6

15
66.8

③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상수지(억 달러)
수출증가율(%)

764
5.4

640
3.1

◈ 활력제고·혁신확산·민생개선 등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❶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❷ 핵심규제 혁파, 신산업 육성

구분

2018

2019

구분

2018

2019

민자사업
대상확대

열거주의
(53개 시설)

포괄주의
(모든공공시설)

규제입증
책임전환

민간인
입증

공무원
입증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
검토

예타면제 등을
통해 신속
투자

규제 샌드박스
대표사례 확산

샌드박스
4法 입법

100건↑대표
사례 창출

재정조기집행
(집행목표)

상반기
58%

상반기
61%

4대 신산업
지원(재정투자)

1.5조 원

2.6조 원

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사회적경제활성화
(신보보증)

0.4조 원

▶

❹ 재정·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경영평가
배점강화)

2조 원

166만 가구
334만 가구
연 1회지급 ▶ 연 2회지급
월 25만 원
월 30만 원

400억 원

▶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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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지방소비세)

국유재산
활용

배점 1~2 ▶ 배점 2~6

11%

▶

건축 개발 ▶

15%
(+약 3.3조 원)

건축+
토지개발

⎗ 정책동향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2019.3.5.)

개요
❍ [정부, 제9회 국무회의 개최, 2019.3.5.] 정부는 3.5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국유
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 (개정안 사유) △2018.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2019.3.14.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을 규정, △사회적 가치 제고 및 국민생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8.8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으로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세 물납증권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 (국유재산법 개정내용) 국세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대상을 물납자 본인 外 특수관계인
까지 확대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20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① 혁신성장 지원, ② 사회적 가치 제고, ③ 서민생활 지원,
④ 관리 효율화 등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매입 지원>
❍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인하(재산가액의 5% → 2.5)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 관계부처 합동)」: 16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규정

- 참고로,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2011년 4월부터 완화된 사용요율
(3%)을 적용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영업·업무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매각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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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 국세 물납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20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

※ (기존) 물납자 본인 → (개정)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

※ 물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 [시행 일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1천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

고용노동부, 2019년 첫 사회적기업 51개 인증
자료 : 고용노동부(2019.3.7.)

❍ [고용노동부, 2019년 첫 사회적기업 51개 인증, 2019.3.7.] 올해 첫 51개 기관을 새로
인증함으로써 총 2,15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회적기업은 국내외
사회적 혁신 창업가 양성,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소셜브랜드 제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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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개요❙
•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혁신
창업교육 전문기관’

[주식회사 언더독스]
(서울 은평구 소재)

- 언더독스의 프로그램은 전현직 창업가가 직접 진행하는 실전창업
교육으로 다양한 창업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
- 2015년 창업 이후, 5,708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439개 팀의 창업을
지원
-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청년 사회혁신가들을 위한 사회혁신창업
교육 전문기업을 목표로, 아시아의 창업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대구 동구 소재)

• 대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경제 종합유통채널
-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포함 총 4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조합원과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설명회,
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앞장
서고 있음.

•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브랜드를 만들고, 소셜벤처의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
[주식회사 알브이핀(RVFIN)]
(경북 상주시 소재)

※ ‘주식회사 알브이핀(RVFIN)’의 기업명은 “Real Value Finder”의
줄임말로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
- 알브이핀이 직접 제작한 대표적인 브랜드 ‘마르코로호※’는 경북
상주지역 할머니들께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 브랜드로, 지역의
노인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마르코로호(Marco Roho)’는 도전정신이라는 뜻으로,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고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공정여행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미 있는 여행을, 관광지역에는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자립을 각각 지원
[(주)세상에 없는 여행]
(서울 종로구 소재)

- 친환경 여행상품, 여행 중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여봉투어),
현지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카페 연계, 현지 취약
계층을 여행 가이드로 직접 고용
- 국내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작품을
여행기념품으로 제작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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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자료 : 환경부(2019.3.4.)

❍ [환경부, 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9.3.4.] 3.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제주는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

- (주요 내용) △3.5일 서울지역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5일 연속 시행…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3.5.)

❍ [국무조정실장 주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 2019.3.5.]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
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

※ (참석)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이행상황 점검)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미 마련된 대책에 대한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우선 점검

※ 5등급 2.5톤 이상(서울, 06:00～21:00) 및 공공기관 2부제
※※ 충남･경기･인천･전남 소재 화력발전 20기(상한제약과 별개로 삼천포 5･6호, 보령
1･2기는 3～6월 가동중지)
※※※ 대형 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 전국 3만 6천여 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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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 점검
◈ (보건복지부)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

- (추가적 조치 마련)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 △지하철·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출퇴근 전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검토
※ 노후 발전소 4기 봄철(3월~6월 가동중단), 상한제한 대상 47기
◈ (환경부·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
◈ (중국과의 협력) 최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 간 진일보한 협력
(한·중 환경장관회의, 2.26.)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
자료 : 청와대(2019.3.6.)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지시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 2019.3.6.] 문재인
대통령은 3.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지시 사항 주요 내용>
◈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
◈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하라”고 지시
◈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지시
◈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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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제22차 이사회 개최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2019.3.1.)

개요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제22차 이사회 개최, 2019.2.26.~28., 인천
송도] 사무총장 선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의사결정 정책, 인증기구※ 인증 등 주요
안건을 논의

※ GCF 사업제안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기구로 세계은행
(WB), 산업은행(KDB) 등 존재(GCF 이사회 승인 필요

주요 결과
❍ [사업심의] 이번 이사회는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부족※으로 그간 이사회보다 적은 총 10건의
사업이 상정되었으며, 그 중 1건을 철회※※하고, 총 9건 사업(GCF 지원 4.4억 달러, 총 규모
13.4억 달러)을 승인

※ 2019년 기준 가용재원: 16.8억 달러
※※ 아시아개발은행(ADB) 제안 중국 기후금융 촉진 사업

- (사업규모) GCF는 총 102건을 승인하여 개도국에게 약 50억 달러 규모(총 177억 달러)의
사업을 지원
- (지역별) 아프리카(21.25억 달러), 아시아-태평양(15.48억 달러),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11.1억 달러), 동유럽(2.53억 달러) 순
❍ [사무총장 선임] 20차 이사회(2018.7.) 사무총장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신임 사무총장 선임 선거를
통해 프랑스 국적, 前 UN 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를 역임한 Yannick Glemarec(야닉 그레
마렉, 프랑스인)을 선출
- 한국 정부는 GCF 본부 유치국으로서, 신임 사무총장 취임 이후 별도 면담을 통해 재원 보충
이슈, GCF 조직·역량 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의사결정 정책] 특히 주목을 받았던 만장일치 도달 실패 시 의사결정 방식※ 도입에 관해
선진국-개도국 간 첨예한 논의 대립이 발생하여 차기 이사회로 이어가기로 결정

※ 의사결정 방식안(GCF 제안안건): 투표방식 도입 전체 이사 인원수(24명) 2/3 이상 참석
후 투표(이사에게만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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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만장일치제로 인한 과도한 의사결정 지연은 부작용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투표 방식, 적용범위 축소 등 세부 협의 후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 이 외에도, 총 9건의 인증제안서가 모두 승인되어 GCF는 84개의 인증기구를 두게 되었고,
2019년 재원보충 전략 및 논의계획, 사무국 운영비용을 위한 예산 심의, 사무국 인사 관리
규정 개정 등을 논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대리이사로서 이란(이사직)과 함께 주요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GCF 예산·조직·인사 관리 기능을 하는 GCF 예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사무국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안건에 심도 있게 대응
- 이외 국내기관과 GCF 사업부서 간 면담을 갖는 등 3기 이사진 진출 이후 GCF 협력을 강화
하여, 국내기관의 GCF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GCF 발전에 지속 기여할 계획
❍ [향후 일정] 다음 이사회인 제23차 GCF 이사회는 2019.7.6.~7.8.,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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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자료 : 통일부(2019.3.5.)

개요
❍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2019.2.27.]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

주요 내용
❍ [개요]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2000년부터 연 단위로 수립되었으며, 올해는 기존의 체계와 구성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
-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과제별
세부 계획은 매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 담았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올해(2019년)는
시행계획과 하나로 묶어 제시
- 중앙행정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 일정을 나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평화·통일교육을 정책과제별로 구성하여 이로써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교육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한눈에 파악
- 2018년 9월에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따라
의무 사항※을 추가

※ 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무 사항: △국민의식 제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
교육교재개발△통일교육단체지원△연구진흥△기관별협력체계구축△시설･장비확충
❍ [추진 방향]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남북 평화와 공존 시대에 요구되는 평화·통일
교육의 개념과 이를 위한 5가지의 추진 방향을 제시
-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평화 감수성, △다양성 존중과 민주적 소통, △대화를 통한 갈등의 조정·해결
이라는 개념을 추가
-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③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④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⑤ 평화·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의 5가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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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7개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3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평화·
통일교육 사업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성
❍ [향후 계획] 기본계획은 130부를 발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부처와 교육·
훈련기관에 배포할 예정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Ⅰ.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통일교육기본계획」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 사항으로 2000년부터
수립
• 2019년부터는 체계, 구성 등을 개편하여 수립
• 2018년 통일교육 현황
-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전문가 양성,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Ⅱ. 현황

•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의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폭 개선
- 교사의 학교통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 증가
•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설정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성과
- 콘텐츠 개발·보급 및 기관별 협력은 보완 필요
•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 평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갈등을 조정·해결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 평화·통일교육 추진방향

Ⅲ. 목표 및 추진 방향

-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방식과 과정 합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2030세대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환경 조성 등 글로벌 협력, △각 영역
간 융합을 통해 전 사회적 교육 네트워크 구축
•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각 기관별 사업을 ‘7개 정책과제 - 33개 세부추진과제’로 통합

Ⅳ. 정책과제

- △학교 교육 플랫폼 활성화, △사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체험
공간의 특성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공공부문 통일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Ⅴ. 협조·요청사항

• 각 기관 통일교육주간(올해 첫 법정 교육주간) 참여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권장 시수 준수 등 평화·
통일교육 강화

Ⅵ. 부록

• 2018년 통일교육 통계: △교육원 55만 명 △타기관 27만 명
• 통일교육 법령: 법(1), 시행령(1), 지자체 조례(11), 교육청 조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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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 체계도❙
비전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양성

◈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목표

◈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평화의식 함양
◈ 민주시민의식 고양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추진 방향

◈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 평화·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 학교 교육 기반 강화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 학생 인식 제고
• 대학 교육 기반 조성
• 공공부문

사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

• 지역사회
• 2030세대
• 부문별

전문인력양성의 내실화

정책 과제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 참여형 문화행사
• 온라인 홍보
• 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 이러닝 개발
• 실태조사 및 연구
• 통일관

체험공간의 특성화

• 체험연수 시설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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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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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5.)

개요
❍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 선정, 2019.3.5.] 일반 노지작물 재배에 정보
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10개 시·군)를 선정하였으며,
모델별로 센서, 자동 관수·관비장치 등 ICT장비를 적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영농서비스 지원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개요>
◈ (개념)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지채소, 과수 등 노지작물에 센서, 자동 관수·관비 장비 등을
적용하는 사업
◈ (사업 규모) 시설원예와 축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모델
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하였고, 2019년에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2018년: 11억 원 → 2019년: 60)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13개 과제(12개 시·군)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를 거쳐 11개 과제(10개 시·군※)를 선정

※ (강원) 태백, (충북) 제천･청주, (전북) 부안, (전남) 신안･영광･곡성･장흥･무안, (제주) 제주

❍ 특히, 올해는 작물대상을 기존 노지채소에서 노지 작물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채소(배추,
양파, 대파)뿐만 아니라, 과수(사과, 블루베리, 감귤), 특작(삼백초) 등 다양한 품목이 선정
❍ 또한, 지자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사업 기획·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이 가능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노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대 효과] 노지작물에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기반이 마련되면, 물·비료·병해충 등이 체계적
으로 관리되고 불필요한 농작업이나, 농자재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가격정보, 기상정보 등과 연계하면 노지작물의 수급조절이나 재배 시기 등 의사결정
에도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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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계획]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터 등)가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
하여 지원할 계획
- 지원단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
❙사업자 선정 지자체 현황❙
선정 기관(지자체)
강원
태백시
제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남

제주

부안군
신안군
영광군
곡성군
장흥군
무안군
제주

선정 작물
배추
사과
마늘
삼백초
대파
대파
사과, 블루베리 등
블루베리
양파
감귤

비고
고랭지 지역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IT페르몬트랩활용 예찰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건조시스템 구축
자동(관수·관비)를 통한 재배관리
드론활용 생육관찰, 자동 관수·관비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감귤농장 당도지도 데이터 수집

<2018년 노지 스마트팜 추진 사례>
◈ (대상 지자체) 강원 태백, 전북 고창, 전남 해남·무안, 경북 안동
◈ (사업내용) ICT 장비(센서, 제어장비, CCTV 등)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원거리에서 농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되어 농작업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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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두류 수매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7.)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두류 수매 촉진계획 발표, 2019.3.7.]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며, 국산 콩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9년산 국산 두류(콩·팥·
녹두) 수매계획을 발표
- (추진 배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2018~2019)’ 통해 콩 재배를 확대 중이며,
△국내 콩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국산콩 공급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정부수매 등 역할 강화 필요

주요 내용
 2019년산 두류 수매계획

❍ 2019년산 콩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55천 톤) 대비 5천 톤 증량한 60천 톤으로 확대
- 특히, 2019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하여, 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2019년산 팥, 녹두 수매물량도 2배로 확대※하여 국산 두류
공급도 늘려나갈 계획

※ 수매계획: 팥 400톤(2018: 200), 녹두 200톤(2018: 100)
❍ 콩 특등 규격 신설※을 통해, 국산콩 품질 제고를 유도하여 국산콩에 대한 가공업체 등 수요처의
만족도 높일 계획

※ ① 일반콩 특등(대･중립종)은 정립비율 및 낟알의 고르기(최저한도)를 상향 조정(70%→
90%)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최고한도)은 하향 조정, ② 콩나물콩 특등(소립종에
한함)은 정립비율, 발아율, 낟알의 고르기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하향 조정

- 특등 수매가격(일반콩 대립 기준)은 전년 최상위 등급(2018년 대립 1등 4,200원/kg) 대비
7.1% 인상(300원/kg)한 4,500원/kg으로 결정※하였으며, 추후 기존 수매등급 규격도 품질 균일성
등 수요업체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

※ 2019년산 특등 수매가격: 중립 4,289원/kg, 콩나물콩 4,671원/kg
※ (예시) 대･중･소립종의 규격 통일, 낟알의 고르기 상향 조정(기존 70% → 개선 90), 3등급
폐지 등 검토(농산물검사기준 고시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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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년간의 콩 수매계획 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장기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인 콩 생산을 지원할 계획
- 2019~2020년 콩 수매물량은 60천 톤을 유지, 2021~2022년 수매물량은 5천 톤 확대한 6만
5천 톤을 매입하고, 이번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할 예정
❍ 국산 두류 재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자공급과 기술지원도 강화
- (국립종자원) 2.1일~3.15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콩 정부 보급종 1,543톤과 팥 5톤을 공급할 계획, 2019년부터
농기계 작업에 유리한 콩 품종인 ‘대찬’, ‘선풍’과 팥 ‘아라리’ 품종이 신규 공급되며,
농업인 신청 후 실제 종자공급은 4.1일~5.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두부 및 장류용) 대원 1,121톤, 태광 81톤, 선풍 44톤, 대찬 30, 대풍 25, 선유 16, 연풍 7
/ (풍산나물) 219톤 / (팥) 아라리 5톤
- (농촌진흥청) 중앙 및 지역 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작부체계 등
논콩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논을 이용한 콩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
❍ 2019년산 국산 콩·팥·녹두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11일~6.28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2019.11월~2020.1월까지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수매
 정부수매콩을 통한 국산콩 사용 확대

❍ 정부수매를 통해 비축한 콩은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업체를 위주로 일정한 가격에 직배 공급
함으로써 국산콩 사용 확대를 유도
- 2019.6월부터 군납 된장 및 청국장을 국산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연간 콩 500톤 내외)되었
으며, 군납업체에 수매콩을 공급할 예정
- 2018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수매콩 직배 공급(2,114톤)을, 2019년부터는 전년
대비 국산콩 사용량 증가 업체 등을 위주로 확대 공급할 예정, 안정적인 직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농가 단위 수매가 종료된 이후 필요 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매 등을 통한
추가 수매도 추진할 계획
 수입관리 개선

❍ [WTO-TRQ 증량※] FTA 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운용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에서
수입콩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 WTO-TRQ 증량(총수입량): (2017) 53천톤(286.8천톤) →(2018) 49.6(285.8) →(2019P) 4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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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무역 물량] 시장기능에 따른 수입·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정부지정가격으로 직배
하는 공급체계를 2019년 하반기부터 공매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해나갈 계획이며, 세부방안은
수입콩 사용업체·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
❙콩 수매등급 규격(안)(단위: %)❙
현행
대립종 중립종

구분
최저
한도

일반콩
(대·중립종)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콩나물콩
(소립종)

최고
한도

정립

90.0

낟알의 고르기
피해립·미숙립·
이종곡립·이물
발아율
정립
낟알의 고르기
피해립·미숙립·
이종곡립·이물

특등 신설(안)
대·중립종

비고

95.0

시중 유통규격
(농산물표준규격 특등급)

88.0
70.0

85
90.0
80.0

90.0
5.0(이종곡립
·이물 0.0)
90
97.0
90.0

10.0

5.0

10.0

12.0

시중 유통규격
(농산물표준규격 특등급)
수입규격
(국영무역)

❙2019년산 콩 수매가격(단위: 원/kg)❙
구분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중립종
소립종

일반콩
콩나물콩

특등 신설
4,500
4,289

1등
4,200
4,005
3,612
4,186
4,361

4,671

2등
3,696
3,484
3,141
-

3등
3,169
2,843
-

등외
2,509
2,287
2,066
-

❙2019년산 팥·녹두 수매가격(단위: 원/kg)❙
구분
팥
녹두

1등
5,194
7,002

2등
4,960
6,687

등외
3,338
4,500

❙중장기 콩 수매계획 물량(안)(단위: 톤)❙
구분
콩
팥 / 녹두

2019
60,000
400 / 200

2020
60,000
500 / 200

※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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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5,000
500 / 250

2022
65,000
50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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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단위: 톤)❙
【콩】
구분

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보량

60,000
3,739
3,441
5,415
5,243
9,196
7,255
9,636
3,759
1,240
1,076
3,000
7,000

일반콩
밭
14,000
867
1,590
2,562
1,053
2,008
1,712
3,331
627
130
120
-

콩나물콩

논
35,000
2,872
1,851
2,813
4,185
7,173
5,503
6,280
3,127
240
956
(3,000)
7,000

1,000
40
5
15
40
25
5
870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지역별배정물량은논·밭별 재배면적, 논타작물 전환목표면적, 수매실적, 전년도 배정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 밭: 최근 5년간 밭콩 재배면적(50%) + 최근 5년간 수매실적(40%) + 전년도 배정물량(10%)
- 논: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30%) + 2019년 논타작물 전환목표(50%) + 최근 5년간 수매실적(10%) +
전년도 배정물량(10%)
3. 특·광역시는 최근 3년간 수매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구분하지 않되, 약정기간 내 배정신청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물량 조정
4. 논콩 수매계획물량 4만 5천 톤 중 3천 톤은 aT 배정, 7천 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 등에 따라
추후 별도로 배정할 계획
【 팥·녹두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팥
400
16
48.8
33.6
21.2
63.2
133.2
48.8
29.6
0.4
5.2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음.
2. 팥·녹두는 수매실적이 미미하여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 비율에 준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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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200
10.8
3.6
5.6
15.2
7.2
119.6
8.8
4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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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 발대식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7.)

❍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 선발자 발대식·사전교육 실시, 2019.3.6.]
3.6일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 2019년 상반기 선발자 발대식과
파견 전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최종 선발자 32명은 국제기구(19명), 해외연구소·기업(13
명)에서 앞으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 OASIS: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 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 능력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해외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비자 등 준비비)

주요 월동채소류 특별 소비촉진 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4.)

개요
❍ [농식품부, 주요 원동채소류 특별 소비촉진 대책 추진, 2019.3.4.] 올 겨울 온화한 날씨
등으로 생산량이 큰 폭 증가한 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류에 대한 특별 소비촉진 대책을 3월
한 달간 추진
- (추진 배경) 이례적인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에 최근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월동 배추·무·양배추·대파 등의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월동배추의 포기당 증량으로 통상 4kg 내외이나, 금년(2019년)의 경우 5kg을 상회
※※ 2019.1～2월 평균 도매가격: 배추 939원/포기(평년 대비 51.9%↓), 무 790원/포기(평년
대비 25.9%↓), 양배추 1,254원/포기(평년 대비 33.1%↓), 대파 1,184원/kg(평년 대비
31.6%↓)
주요 내용
❍ [수급 전망] 올 겨울 온화한 기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월동 배추·
무·양배추·대파 등 가격 약세 지속
-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으로 공급 과잉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가격세 반전에는 역부족

※ 시장격리: 배추 7만 1천 톤, 무 48천 톤, 양배추 22.5천 톤, 대파 4.8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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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 수요처,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주산지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 회복을 견인할 방침
❍ [1. 대량소비처 소비확대]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 제철 채소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 대한영양사협회(학생 600만 명, 공공기관 종사자 13만 명)는 단체 급식에서 제철 채소류를
활용한 식단을 확대 편성하고, 영양사들에게 겉절이, 무채 등 관련 요리법을 제공

※ 농식품부･대한영양사협회 공동 주관 “우리 농산물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행사 추진
(3월 중 학교 등 단체급식소 대상 이벤트 홍보)

❍ [2. 기획특판]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농협
유통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획특판을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까지 확대※

※ 2019.1～2월 월동채소류 농협 기획특판 물량 7,033톤(전년 동기 대비 188.6% 확대)

- 3월 말까지 대형유통업체는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판촉공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판
안내판을 집중설치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북돋을 계획
❍ [3. 정보제공] 저렴하고 몸에 좋은 월동채소가 보다 많이 찬거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식
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정보제공도 강화
- (외식업중앙연합회) 외식업체(42만 회원)에 겉절이, 무채 등 월동채소류 찬거리 사용 확대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채소류 도소매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식품부·소비자단체 SNS 소통채널을 통해 전국 120만 명의
회원에게 월동채소류 간편 요리법을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협력
❍ [4. 소비홍보·수출] 공중파 방송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소비홍보를 펼치는 한편, 일부
채소류의 수출도 강화
- 월동배추 산지(해남) 기획 방송(3월 중순)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3월 중순까지
공영 홈쇼핑에 김치(3회), 양배추즙(1회) 판매방송을 편성
- 제주지역 월동무와 양배추 수출도 최근의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물류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월동무 수출(2.28): 4,509톤(전년 대비 49%↑), 양배추는 3월 이후 본격 수출(전년
5,396톤 수출)
❍ [향후 계획] 월동채소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시장·산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 수급여건 변동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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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6.)

❍ [농식품부,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2019.3.6.] 김종훈 차관보는
3.6일 충남 청양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영농폐기물은 수거하여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하여 퇴비화해줄 것을 당부
- (주요 목적) 영농현장 불법소각 방지 계도 및 농촌 주민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등 농정
현장 밀착행보 추진
- (주요 내용)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방지 홍보(리플릿 등 배포) 및 농촌 어르신 미세먼지
대응 안내(마스크 제공 등)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
◈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관계기관 회의 개최(3.5.)
◈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농업인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3.6.)
◈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 협조 요청 공문 발송(3.6.)
◈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자막방송 협조 요청 공문 발송(3.6.)
◈  미세먼지 대책 관련 간부 현장 방문
◈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운영 계획
◈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농업·농촌 미세먼지 T/F 운영계획(안)
❍ [추진 배경]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및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2019.2.15)에 따라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응기반 구축
- 농축산 등 사각지대 미세먼지 배출원·감축방안 발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조직] 농식품부(농촌정책과·농촌복지여성과·축산환경자원과·농기자재정책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구성(단장 농촌정책국장)
❍ [운영기간] 2019. 3월~12월
❍ [주요업무]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발생 감축 및 대응 방안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시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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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비료, 농기계 등)
- 축산 생산활동 중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저감(축산분뇨 등)
-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등 R&D 추진
-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저감
❍ [향후 추진계획] 미세먼지 농업인 보호 대책 마련(2019.上),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2019.下)※

※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미세먼지특위 안건 상정 예정(2019. 下)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7.)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2019.3.7.]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내식물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을
조성할 지자체 12개소를 유형별로 선정
- (주요 내용) 선정된 지자체는 2019.12월까지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시범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도시농업 공간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계기 마련
◈ (사업내용) 농지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자)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 공공기관의 건물옥상과 실내·외 벽면 등에 옥상텃밭, 벽면녹화 및 그린인테리어(그린스쿨·오피스)를
조성할 수 있는 지자체
◈ (2019년 예산 및 사업자 선정) △국고지원액 5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사업희망 지자체 대상
공모 및 평가를 통해 12개소 선정
- 공영도시농업농장·옥상텃밭 9개소, 실내식물조경시설 조성(시범) 3개소
※ 예산과목: 농특회계-도시농업활성화, 사업자 공모(1월, 30일간)→선정 및 시행(3월 중)
※※ 공영농장·옥상텃밭: 개소당 3~5천만 원, 실내식물조경시설: 개소당 2천만 원 지원
※※※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를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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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원 내용] 기존 공영도시농업농장에만 한정된 지원에서 옥상텃밭 및 실내식물조경시설로 확대
- 실내식물조경시설, 공영농장 및 옥상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8개 시·도, 12개소)

※ 식물조경 3개소(전남 1, 전북 1, 충북1), 농장·옥상 9(인천 1, 광주 1, 부산 1, 경기 3,
경남 3)
-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 시설조성비와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를 활용한 관리인력
지원비 등 운영비 지원
- 특히, 실내식물조경시설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최초 시범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벽면녹화 등 그린인테리어 조성 및
운영을 지원
❍ [기대효과]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모델 제시로 국민에게 생활농업
환경 제공은 물론, 고용창출효과 기대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현황❙
유형
실내식물조경시설
(시범 3개소)

공영농장·옥상텃밭
(9개소)

전남(1)
전북(1)

시·도
나주시(동주민센터, 시청, 도서관)
군산시(초등학교)

충북(1)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인천(1)

연수구

20,870

광주(1)
부산(1)

동구
해운대구

5,046
660

경기(3)

경남(3)
합계

172

수원시

119,635

하남시

8,500

광주시
창원시

2,310
5,000

양산시

3,613

김해시

120

8개 시·도,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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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7,656
1,400

1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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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식물조경시설(그린인테리어) 조성 효과❙
구분

생활환경개선(과학적)
효과
(농촌진흥청 발표)

조성 효과
• (공기정화)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50%↓,톨루엔 60)과 안구결막증 각각 21,
14% 감소, 초미세먼지(PM2.5) 12~25% 저감, 이산화탄소 30ppm 감소※
※ 실내공간 부피대비 2% 식물을 비치한 경우(바이오 월, 공기정화식물 등)
• (정서안정) 식물의 향, 색에 의해 안정감 15% 상승, 스트레스 21% 감소 → 업무
효율 15% 향상(아마존, 구글 발표), 학생정서안정 효과※
※ 그린스쿨 참여학생: 환경친화도 8.8점, 식물친숙도 15.1점 향상(100점 기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5.)

개요
❍ [농식품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 개최, 2019.3.5.]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28일부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
- (주요 내용) △조합장 선거 추진상황 등 점검 및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강화, △선거 이후
위탁선거법 개정 등 일선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 △조합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 당부

주요 내용
❍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26일~2.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28일부터 3.12일
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3.13일(수) 선거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 (후보자 현황) 선거대상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출사표를 던진 조합장
후보자는 총 2,925명으로, 이중 무투표 당선은 146명이며, 이를 제외한 경선대상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대 1

※ 농축협: 1,113개 조합(농협중앙회 회원조합 1,104, 비회원조합 9), 보궐선거(임기 중 사퇴,
순천농협)는 제외
- (후보자 연령) 60대 이상이 56.7%로 41세부터 8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현직 조합장으로
다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는 9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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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현황❙
구분

선거실시 조합수

2회(2019)
1회(2015)

1,113
1,115

무투표
146
152

비율
13.1
13.6

후보자 수
경선
평균
2,779
2.9
2,884
3.0

계
2,925
3,036

평균
2.6
2.7

❍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공공
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속적 공명선거 홍보를 할 계획
- 조합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준수 촉구 SMS 발송, 공명선거 당부 마을이장 안내방송
추진, 전통시장 캠페인 실시 등 선거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중점 실시
❍ 농식품부는 금번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위탁선거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대담･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등

-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조합의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

◈ 식품 동향

김치산업 육성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7.)

개요
❍ [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 방안 발표, 2019.3.7.]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김치의 품질·
안전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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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과제 1.

품질·안전 차별화

❍ ‘김치R&D로드맵’을 수립, 품질유지기한 연장 등에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

※ 김치 R&D 목표(～2020): 유통기한 연장(30일 → 60), 김치 발효대사 규명, 복합종균 개발
(3종), 백색산화막(골마지) 방지 및 지능형 포장(숙성도 인식) 개발

- 국산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추진하여 김치 맛·품질기간 연장,
김치 기능향상 복합종균 개발※ 등 김치 상품성 제고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할 계획

※ 김치 종균개발 지원 확대: (2019) 8명, 12억 원 → (2022) 20명, 22억 원
❙김치 R&D 로드맵(안)❙
구분

발효기작
규명 및
종균기능
강화

공정개선

기능성
소재

기술 분야

현재

초기(~2020)

중장기(2021~2024)

발효기작 규명

김치유산균 2종 대사경로 주요 부재료 관련 발효대사 환경변화 발효기작 규명 및
규명
규명
발효조절기술 개발

김치종균 개발

김치유산균 약 35천 균 품질유지기한 연장(60일) 품질 및 건강기능성 복합종균
확보 및 맛 개선 종균 개발
종균 개발
개발

종균 활성유지
기술 개발

동결건조 4주 냉동보관
(-18℃) 생존율 80%
이상

동결건조 8주 냉동보관,
생존율 80% 이상

동결건조 16주 냉동보관,
생존율 80% 이상

위생·안전
향상기술

pH 4.5 이하에서
위해미생물 제어

미생물 저감기술 등
생물학적 허들 기술 적용

pH 4.5 이상 김치에서
위해미생물 불검출

중소업체 경쟁력 업체 수요 반영, 현장기술 연구성과 후속지원 연계,
향상 기술이전
지도
기능성김치 개발지원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지능형 포장 기술

CO2 흡착 기능성
포장소재 개발

김치 기능성 구명
및 바이오 소재화

항비만 유산균 규명
기능성 유전자 발굴

숙성정도 인식, 지능형
김치 포장재 개발

지능형 김치 포장기술 적용한
포장 용기 개발

동물실험을 통한 기능성 개별인정(임상실험) 획득
구명, 유산균 유전체 분석 기능성 유산균 유효소재 발굴

- (포장·안전기술 고도화로 소비자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허들 기술※을 활용한 품질유지기간 연장 및 포장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대

※ 항균활성 우수 김치종균, 원･부재료 미생물 저감화 및 저온살균기술 동시적용으로 기존
김치대비 유지기한 2배 연장(4℃, 기존 30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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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 종균※ 보급사업 추진) 김치자조금을 활용, 올해부터
김치 맛과 유통기한을 향상시키는 종균을 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보급※※(2019.5월~)할 예정

※ 종균(Starter)이란?: 원하는 발효를 위해 기질 또는 식품에 접종하는 절대다수의 미생물
(유산균)로 우점종으로 증식하여 맛･품질 향상
※※ 종균보급사업: 김치협회를 통해 우수종균 보급･지원(50% 자부담)
- (김치 맛·숙성도 등 김치품질표시제 도입, 2020년) 올해 김치맛 표준지표 분석법 확립 및
등급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 2020년부터 김치맛 등급 및 숙성도를 표시할 예정

※ 짠맛(나트륨 햠량, 1.6～2.2%) 및 매운맛(캡사이시노이드 함량, 150～1,000 mg/kg) 기준
설정을 위해 등급별 소비자기호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
❍ 급식․유통김치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
-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김치 표준※’ 개발·보급, 2019.下) 김치 섭취량이 적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이 좀 더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예시) 생산･유통과정에서 중점관리기준 및 유통기한 설정･관리
- (가칭)‘학교급식김치생산자협의회’를 구성, 학교급식 김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
❙‘학교급식 김치 공급․관리 체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준
위생관리
효과

현재 (AS-IS)
• pH4.3 이하(교육부 권장)
• 학교 자체 점검
• ‘맛없는 쉰김치’, 미섭취

개선 (TO-BE)
• ‘학교급식 김치 표준’(숙성도, 대장균 기준, 산도,
염도 기준 설정)
• 학교급식김치생산자협의회 주기 점검(세계김치연구소
⇒
+농협식품연구원 협조)
• ‘안전하고 맛있고 김치’ 급식, 김치 섭취량 증가

- (김치 및 절임배추 안전관리 강화) ‘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을 마련(2019.하반기), 주산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존 배추김치 생산업체 외에 소규모
김치생산업체에 대한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김치 위생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

※ (예시) 절임배추 용수 제한(지하수 사용금지) 및 유통기한 지정 등 기준 설정
❍ 김치제조 全 단계에서의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원료 표준화※를 추진(2020년)

※ 「김치산업진흥법」 및 관련법령을 개정, 김치 주원료 표준 설정 추진

- 김치 원료용 젓갈·고춧가루 등의 성분 및 최소기준을 설정, 김치 품질의 균일성을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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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내수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군납, 외식 및 단체급식에 국산김치 사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프리미엄 김치시장을 개척
- 김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지역관문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김치
사용을 확대(2019.4월~), 국산김치 사용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

※ ‘국산김치 사용인증 휴게소’ BI 제작･부착, 언론･방송 홍보 등 지원

<(사례)“전북지역 17개 고속도로 휴게소 국산김치 사용”>
◈ (경과) 공동구매 참여 휴게소와 부귀농협 간 김치공급 계약체결(2018.7.)
◈ (성과) 참여휴게소 매출 증가(일평균): 15% 증가(3,899천 원 → 4,489천 원)
- 참여휴게소 김치소비 확대(월평균): 16.2% 증가(12.3톤 → 14.4톤)

- (군납에 완제품 형태의 국산김치 공급 확대※) 임가공 비율이 높은 군납 김치를 완제품 형태의
국산김치 공급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

※ 공군･해군교육사령부 등에 완제품 김치 시범급실 실시(2020.上)
-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 개발 등을 통해 내수 및 해외 김치 시장 확대※) 피클대체
어린이용김치, 고령자·환자용 김치 등 특수·기능성 김치 개발․지원을 확대할 계획

※ 수출상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및 마케팅비용 등 지원(50백만 원 한도)
과제 3.

김치 유통관리 강화

❍ 원산지표시 확대, 유통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유통김치의 안전성을
제고
- 2020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 ‘원산지자율
표시제’를 개선하여 국산김치 인지도를 제고※

※ ‘국내원료 95% 이상 사용 시 ‘국내제조’, ‘국내산 100%’ 로 2단계로 구분
-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김치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성분분석※※을 추진할 예정

※ 관세청 통관자료 등 활용, 통신판매 건수 및 물량이 많은 업체 집중단속
※※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합동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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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김치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

❍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국산김치 생산원가를 절감
- 2019년 처음으로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 간 업무협약※으로 원료공급 기준 및 단가를
설정, 김치업체에 연중 안정적으로 김치원료를 공급하는 시범사업(2019.3월~)을 추진

※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 산지유통조직에 계약재배 자금 지원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00억 원 무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체계(안)❙
협약체결

사업신청
⇨

김치협회+산지조직

김치협회
(업체→협회)→aT

⇨

규모 확정 및
물량배정
김치협회 →
산지조직

⇨

계약 및
출하
김치협회, 산지조직

사업정산
⇨
김치협회, aT

- 국산원료 매입 및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원료매입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30억 원 한도, 우수업체에 1% 우대금리 적용)
※ 저온유통시설 지원 대상 선정 시 김치업체는 매출실적을 평가하여 선정
- 김치 및 김치원료 공동구매 시 공동구매 비용을 지원※(2019.3월~)하고, 김치 일괄생산
시스템 설계·구축 및 자동화공장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2019 신규, 250백만 원)
※※ 시간당 1톤 생산 규모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구축 인건비 50% 절감 추진(제조원가 중
인건비가 25% 내외, 세계김치연구소)
과제 5.

김치 수출 확대 및 홍보 강화

❍ 국산김치 수출확대 및 김치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18%까지 확대(현행 9%)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며,
국산김치 상표도용 방지를 위해 김치 ‘국가명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

※ 업체당 50백만 원 한도 내 수출 상품개발, 상품개선, 마켓테스트 등 지원
※※ 국가 범위 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 생산한 법인에 배타적 권리 인정

- 국산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김장문화 확산을 위해 ‘김치의날’을 제정하여 김치문화행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 ‘김치의날’ 제정 및 김치홍보대사 지정 등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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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4.)

개요
❍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실시, 2019.3.4.] 3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첫 번째 수요일인
3월 6일로 변경하여 전국 일제 소독행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
- (추진 배경) 3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한 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봄철을 맞아 퇴액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함.
<「축산환경 개선의 날」 개요>
◈ 모든 축산농가가 일제히 축사 및 축사 주변을 청소·관리하여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날
(2018.5월부터 매주 두 번째 수요일 운영 중)
◈ 평상시에는 축사 청소 및 주변 정리하고,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합동 대청소 및 소독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성 제고

주요 내용
❍ 「축산환경 개선의 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는 필요한
지원과 교육·홍보를 강화
- (농식품부) 주요 시설 청소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113천 개)
- (지자체) 축사·퇴비사에 사용할 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제를 공급
-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개선지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청소 지도·관리
및 컨설팅을 병행 실시할 예정
- (생산자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협회)·농협) 악취 민원 다발농가 및 환경개선 필요
농가들이 최대한 참석토록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SMS 안내, 지도·점검을 강화
- 또한, 지정일 변경에 따른 일선 축산농가의 혼선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 참여 농가들은 SNS를 통해 활동실적을 사진 등을 게재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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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들은, ① 축사와 퇴비사 내부 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제 살포, ② 퇴비사 내 분뇨 뒤집기(로터리작업, 쟁기질 등) 등 청소를 실시하고,
③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외부 및 출입구를 철저히 소독, 또한,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④ 퇴액비를 충분하게 부숙하여 살포

가축질병(AI, 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4./3.6./3.7.)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농식품부, 전통시장 AI 특별방역 강화 추진, 2019.3.6.] 봄철에 전통시장을 통해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해지고, 현재 야생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임에 따라,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의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 이에 AI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통시장에 대한
AI 특별방역 강화를 추진

※ 2017년 6월(6.2.～6.19.) 중에 전북 군산 소재 토종닭(오골계) 농가에서 발생하여 전국
전통시장(9개소)을 통해 총 36건의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2019.2월 환경부 야생철새 서식 조사결과, 71만 수 서식 확인

- (전통시장 특별방역 관리※) 전통시장에 대하여 월 2회 휴업·소독 지속 추진, 중병아리
판매장소 지정과 청소·소독 강화, 가금 거래상 사전 신고 추진

※ 토종닭 협회에서는 방역관리 강화사항 홍보와 소속 명예가축방역감시원(17명)을 통해
준수 여부 점검 등 적극 협력
- (전통시장 출하가금 예찰) 전통시장 출하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출하 시 마다 AI
검사※,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 추진

※ 올해 연중 전통시장 공급농장과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계류장 등 총 1,669개소에
대해 약 35천 건 검사 예정
- (당부사항) 농가와 축산시설은 진출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철저와 노후 축사
보수와 시설 관리에 철저를 당부
❍ [농식품부, 충북 청주시(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H7N7형 AI 항원 검출, 2019.3.4.]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미호천)에서 채취(2.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3일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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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충남 서산시(부남호)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5N2형) 확진, 2019.3.4.] 농식품부는
충남 서산시(부남호)에서 채취(2.25.)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4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 해당지역에 대해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충북 청주시(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H7N7형) 확진, 2019.3.4.] 농식품부는
충남 청주시(미호천)에서 채취(2.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4일 저병원성 AI(H7N7형)로 최종 확진, 해당지역에 대해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항원 검출, 2019.3.8.] 농식품부는 경남
창녕군(우포늪)에서 채취(3.5.)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8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 [농식품부,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 시행, 2019.3.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2019.3월부터 시행
<“전국 양돈농가별 담당관제” 추진 개요>
◈ (시행시기) 2019.3월부터
◈ (관리대상)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
※ 중점관리: 총 2,592호(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926호,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
◈ (담담관 지정) 전국 양돈농가별 중앙담당관(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관리
◈ (지도·점검방식) 월 1회 직접 농장방문 농장주 면담, 매주 전화 또는 카톡 등
◈ (지도·점검사항)ⅰ) 주변국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 ⅱ)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처리(80℃, 30분) 여부,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방역관리 주의사항, ⅳ)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지도

- (교육·홍보)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
지부가 현장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
- (검역 강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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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하여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
-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
하여 줄 것을 당부
❍ [농식품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 당부, 2019.3.7.] 3.7일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

※ 중국의 ASF 발생(2018.8.3.)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 중국 주변국인 몽골(1.15.), 베트남(2.19.)에서 ASF가 발생
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

- (사전 교육·홍보)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 한국영사관 내 민원실에
홍보배너 및 리후렛 등을 비치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
- (수하물 검색 강화) 국내 입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하물 검색을 강화※※

※ 탐지견 투입 확대: 중국(162편/주 → 205편/주, 27%↑), 몽골(6편/주 → 12편/주, 100%↑),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
※※ ASF 발생국 출발 항공편 대상 세관과 합동 일제검사 강화(28편/주 → 38, 10편/주↑)
- (당부사항)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
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

※ 햄･소시지･육포 등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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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농식품 시장 무역의 변화와 개혁 전망
이슈 브리프

농식품 시장 무역의 변화와 개혁 전망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식품 시장, 무역의 변화와 개혁 전망”
(출처: ‘The changing landscape of agricultural markets and trade: prospects
for future reforms(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118,
2019.1.7.)’(2019.2.2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장·무역>
❍ [전반적 평가] 2001년 이후 농업 생산과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계 식품 시스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음. 농식품 시장과 정책의 변화로 부문 간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
❍ [생산·무역]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무역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중요성이 높아짐.
- 농산물 생산의 중심이 아시아·남미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반면 유럽·북미의 생산 증가율은 크지 않았음
(modest).
- 농식품 무역은 규범에 기반한 통상 환경, 무역 왜곡적 생산자 지원 감축 등으로 확대,
1990~2000년에는 연 2% 증가하였으나, 2001~2014년에는 연 8% 성장하였으며, 농식품
교역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니, 중국 등 개도국·신흥시장국의 중요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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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장벽] 농산물 관세는 공산품보다 높으며, 국내 규제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에 직면할
가능성도 큼.
- OECD 국가의 2015년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는 7.4%로 공산품 실행관세 2.2% 보다 3배
이상 높음.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농산물 WTO 양허관세가 실행관세의 약 6배 수준으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도 상당함.

❍ [글로벌가치사슬(CVC)] 농식품 생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분업화되면서 부문 간 국가 간
연계성이 높아짐.
- 1차 농산물 생산, 식품·의류 등 다른 제품으로 가공, 마케팅, 배달 등 농식품 가치
사슬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하나의 최종 상품에 여러 나라와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어
세계 농식품 시스템 통합을 심화함.
❍ [농업정책]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감소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지지※(MPS)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지원이 많음.

※ 시장가격지지는 특정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의미

- 유럽·일본·스위스 등은 MPS를 감축하는 대신 덜 왜곡적인 형태의 지원을 늘렸으나,
일부 개도국은 지원 수준을 높임.
<정책 개혁방향>
❍ [GVC참여 촉진] GVC 참여는 신규시장 접근성 제고, 경쟁력 있는 투입재 조달,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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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C 참여에 따른 농식품 분야 경쟁력 제고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나, 전후방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증가
-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는 투입재 비용을 증가시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저하)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수출가치의 24%가 외국 요소에서 유래

❍ [무역·환경] 무역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정 용수 가격산정, 투입재 사용
보조 감축 등 적절한 농업환경정책이 관건
- 무역은 에너지·농업용수 등 투입요소를 절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완화 등을 통해 환경에 기여가 가능한 반면, 수출 부문의 팽창은 산림
훼손, 과도한 농약 사용, 수질 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농업지원]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지원은 감축하고 농업 부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장려할 필요
- 가격과 연계된 정책, 투입재 사용을 유발하는 정책은 생산효율성 향상의 유인을 줄이고
집약적 토지 사용으로 환경에 부담됨. 교통인프라,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이 유용함.
❍ [식량안보] 시장가격지지(MPS)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
-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조치는 식품비용 지출이 많은 취약
계층에 오히려 부담을 야기하고, 국제 무역 활성화가 생산 충격을 여러 나라에서 흡수
하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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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협력] 농식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조치(SPS), 기술규정(TBT) 등 비관세
조치(NTMs)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필요
-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의 제도임에도
규제 요건은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많음.
- 특히, 유기농산물, 잔류 농약 관련 규제의 국가 간 상이성이 무역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
- 비관세조치는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합법적 목적을 위해 취해지나, 비관세조치
간 불필요한 차이는 국제 규제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음.
<정책 과제>
❍ [국가별 조치] 보다 개방적인 무역 정책과 수입 장벽 완화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1) 왜곡적 농업보조와 관세 등 시장접근 저해 요소 감축
- 2) 비관세조치는 적절하고, 투명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국제 규제협력으로 지향하는 비관세조치가 의도하는 사회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
- 3) 농식품 GVC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제한 감축
- 4) 농식품 수출 경쟁력과 농식품 GVC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혁신·교통인프라
등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
- 4) 무역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 조치도 필요
❍ [국가 간 협력] 국가별 노력에 더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때 개혁의 이익은 보다
커짐.
-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범은 농식품 무역이 보다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개발, 식량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
- 다자간 무역 협상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이 실제 자유화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선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일부 국가 간 실행관세 수준으로 양허하거나 무역관련 규제조치에 대한 협력 진전의
전기를 마련, 다만, 경제적 이익은 개혁에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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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목화 원면을 이용한 새로운 거즈 개발
※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USDA ARS)가 발표한 “New Cotton Gauze Stops Bleeding
Fast(2019.2.2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화 원면을 이용한 새로운 거즈 개발
❍ 사고 발생 및 치명상에 따른 출혈이 발생한 경우 5~10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USDA ARS)에서는 출혈 및 치료 효과가
빠른 새로운 거즈를 개발함.
- 농업연구청(ARS) 소속 VInce Edwards 연구팀과 H&H 의료법인은 협동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던 가공솜이 아닌 비표백 목화 원면을 이용한 거즈를 개발하였음.
❍ 새로 발명된 거즈는 목화 섬유를 세척 및 표백하지 않아 섬유의 지질, 왁스, 팩틴 및
큐티클 층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시 혈액의 응고 작용이 촉진됨을 연구진들이
입증하였음.
❍ 또한, 연구진은 목화 섬유에서 방출되는 소량의 과산화 수소 성분이 재생 세포의 이동을
도와 상처 치료에 도움을 주고, 목화 원면을 이용한 거즈가 기존의 표백된 가공면 거즈
보다 혈액 응고 작용이 더 뛰어남을 발견하였음.
- T.J. 비얼 컴퍼니(Beall company)는 ARS와 함께 원면 섬유 가공법을 새로 개발하여 원면
거즈를 개발하였으며, 혈액 응고 촉진 거즈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였음.
❍ 새로 개발된 거즈는 TAC거즈(TACgauze)로 상품화가 되었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거즈보다 가볍고 흡수량이 많아 전쟁터나 사고 현장에서 새롭게 이용될 것으로 보임.
- 현재, TAC거즈는 미국에서 독점 생산 및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 해병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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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디지털 경제가 농식품 가치사슬과 CAP에 미치는 영향
※ 유럽의회 Think Tank가 발표한 연구 자료 “Impacts of the digital economy on the food
chain and the CAP(2019.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농식품 가치사슬과 CAP※에 미치는 영향

※ CAP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줄임말임.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며, ① 소득지원과 시장조치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와 ② 회원국의 필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이 농식품 가치사슬에 적용되면서, 트랙터가 널리 보급되고 농약이 처음 도입
되었던 1950년대와 비교할 만한 “농업기술 혁명(farm-tech revolution)”이 나타나고 있음.
❍ 권력 관계 변동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농식품 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기술들이 미래 농식품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1) 영향력이 큰 기술※: 사물인터넷(IoT), 로봇화(Robotiza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 현재도 파급력이 크며 향후 더욱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 2) 영향력이 중간인 기술※: 블록체인(Blockchain),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장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해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
- 3) 영향력이 작은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s),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비즈니스 플랫폼(Platform for e-business)

※ 자체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다른 기술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술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식품 가치사슬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 기술발전은 시스템 내 기술들 간 통합을 통해 이력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화 기술 역시 함께 사용되며 드론은 위성 및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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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 적용으로 농업생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하여 토양
지도(soil map)를 만들어 작물 피해를 관리할 수 있음.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음.
- 3) 디지털 기술은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해 환경과 기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4) 한편, 디지털 기술은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에 유리한 수평적 통합※도
발생시킬 수 있음.

※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는 소비자가 식료품을 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동화
상점(automated storefronts)의 특허를 받는 등 유통 채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인들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스마트 농업은 농업인들이
관리 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으며, 데이터 획득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동농업정책은 현대화(modernization)를 통해 포용성,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지역 농업 체계와 특화작물(specialty crop)도 지원하고 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지역부흥협력대의 농업 참여율과 JA와 접점
※ 일본농업신문「地域おこし協力隊 ８割が農業に関与 ＪＡと接点もっと 本紙調べ」
(2019.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부흥협력대※의 농업 참여율과 JA※※와 접점

※ 도시에서 농산촌으로 이주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2009년에 총무성이 제도화하였음.
2017년도 기준 전국 997개 지자체에서 실행 중이며 대원 수는 4,976명임. 2024년까지
대원 수를 8,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

❍ 일본농업신문이 2019년 2월 지역부흥협력대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작업 및 농식품
가공업 등 농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율은 78%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체 활동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인 협력대원은 전체의 21%, 50~79%인 경우는
12%로 조사됨. 따라서 전체 활동 중 절반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대원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에 관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2%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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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농작물 판로 확대 및 PR’(79명),
‘농작업’(51명), ‘가공품 개발’(42명) 순으로 나타남. 이 외에는 농가민박이나 신규
취농자, 식농교육(食農教育)※, 시장 개최 등을 하고 있었음.

※ 먹거리 교육에 더하여 농업과 지역, 자연과 관계에 주목하여 식생활을 지원하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농업 활동을 알리고 체험하는 교육
❍ JA와 접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혀 없음’ 48%, ‘별로 없음’ 30%로 두 응답률 합이
80%에 근접하였음. JA와 접점을 갖고 싶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JA와 접점을 갖고 싶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JA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름’, ‘활동 거점 가까운 곳에 점포가 없음’ 등의
의견이 있었음.
❙농업에 관한 활동 비율❙

언론 동향

❙JA와 접점❙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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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 쌀 재배와 대농에게 유리한 현행 직불제를 대신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예산 총액
규모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난항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무산될 수 있어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
❍ 청와대는 지난 2.25일 농식품부(2조 4,000억 원)·기획재정부(1조 8,000억 원)·국회(2조
4,000억 원~3억 원)의 세 가지 직불제 총액 안을 보고받은 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수차례
열었으며, 3.3일 열린 회의에서도 직불제 재정규모를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을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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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축소예산편성) 1조 8,000억 원 규모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 초안을 내놓고
제도 설계만 잘해도 충분한 규모라며 예산을 최소화한 반면,
- (농식품부…예산부족) 2조 4,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직불제를
바꾸지 않으면 쌀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재고 처리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고,
- (농민단체…예산확대 없는 제도개편 반대)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기존 제도를 유지
하자”며 대치, 최소 3조~3조 2,000억 원 이상은 돼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
❍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말 확정해 예산안
편성에 들어가는데 부처 간 입장차가 큰 지금 내년 예산에 직불제 개편안을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두
❍ 한편, 김현권 의원은 “최소한 월 10만 원씩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해 다수의 소농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본격적인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농업이나 경관·생태·동물복지 등
공익을 위한 부가형 직불제 예산 마련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재정규모 등 정해진 바 없어- 세계일보(3.6.), 국민일보(3.6.) 보도 관련 설명 ->
◈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방향 및 재정규모는 정부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3월 6일자 세계일보<총액 ‘1.8조~3조’ 놓고 정부 갈팡질팡, ‘공익형 직불제’ 좌초위기>※
및 국민일보<기재부·농식품부·농민단체 ‘예산3몽’, 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 (세계일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예산 총액 규모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
※※ (국민일보) 쌀·밭 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개편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산 규모에 대해 기재부,
농식품부, 농민단체 간 이견
◈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향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정부 내 협의를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정부는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개편 방향은 ①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②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③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
◈ 이를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금이 타작물로 확대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여 직불금의 분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
자료: “기재부·농식품부·농민단체 ‘예산 3몽’… 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국민일보,
2019.3.6.), “농가소득보조금 놓고 예산규모 갈등”(내일신문, 2019.3.6.), “[단독]
총액 ‘1.8조∼3조’ 놓고 정부 갈팡질팡…‘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세계일보,
2019.3.6.), “기재부 예산 후려치기로 공익형직불제 도입 ‘위기’”(농축유통신문,
2019.3.7.), ““문제는 예산이야 직불제 개편” ‘난항’”(농민신문,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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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주요 동향
❍ 문재인 대통령은 3.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원샷 비핵화’ 사이에서 양측이 수용할 만한 중재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해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웨덴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1.5트랙 협의: 분쟁 당사국 정부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종 활용되는데
당장의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비공식접촉채널을 유지하면서 공식 대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부속물’의 성격을 지님.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3.5.)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핵화 없이는 참담한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미국 국무부는 3.7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단호한
입장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한 문답을 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와 미국의 반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
-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 지난 2.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북미협상의 불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자료: “정부, 남북경협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 돌파 나서나”(연합뉴스, 2019.3.4.),
“문 대통령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협력사업 조속 추진”” /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카드로 승부수”(경향신문, 2019.3.5.), “볼턴 북한 비핵화
안 하면 더 센 경제제재 모식할 것”(중앙일보, 2019.3.6.), “美는 제재 고삐 당기는데…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당정청”(동아일보, 3.7.), “美, 文정부 남북경협 거부…“개성
공단·금강산 안된다””(중앙일보,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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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8.)

개요
❍ [농식품부, 2018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3.8.] 2018년부터 추진
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대해 학부모, 학생, 학교관계자는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확대와 미래고객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무상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2018년 실적: 5,337개 학교 돌봄어린이 230,150명에게 총 30회(150g/회) 제공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018년 과일간식 지원 참여 학부모·학생·학교
◈ (조사방법) 학생 1,000명, 학부모 1,000명, 학교관계자 437명 설문조사
◈ (조사결과) 학부모 96%, 학생 90.2% 과일간식 지원 필요성 공감

조사 결과
❍ [학부모] 학부모들은 과일간식 지원에 92%의 만족도를 보였고, 과일간식 지원이 학생의
건강증진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 초등돌봄교실 뿐아니라 전체학년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91.9%
• (학부모) 과일간식 만족도: (매우)그렇다(92), 보통(7), (매우)그렇지않다(1)
• (학부모) 과일간식 필요성: 필요하다(96), 필요하지 않다(1.2), 잘 모르겠다(2.8)
• (학부모) 전체학년 확대성: (매우)그렇다(91.9), 보통(5.8), (매우)그렇지않다(2.3)

❍ [학생] 과일간식을 제공받은 초등학생도 과일간식을 계속 원한다는 답변이 90.2%이며,
과일맛은 좋거나 보통이 92.6%, 과일양은 적당·많음이 86.3%로서 긍정적인 반응
• (학생) 필요성(계속 먹기를 원하는가?): 예(90.2), 아니오(9.8)
• (학생) 과일 맛: 맛있어요(71.6), 보통(21), 맛없어요(2.4), 모르겠어요(5)
• (학생) 과일 양: 많아요(14.6), 적당해요(71.7), 부족해요(6.4), 모르겠어요(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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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간식을 지원받은 돌봄어린이의 ‘국산과일 섭취빈도’와 ‘국산과일 선호도’도 높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4,321명 대상)>
◈ (사업시행 전 대비) 2018년 국산과일 섭취빈도 증가율: 3.8% (목표 3.0%)
◈ (사업시행전 대비) 2018년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율: 5.8% (목표 5.8%)

- 아이들이 가장 맛있다고 답한 과일은 사과(18.3%)였으며, 감귤(16.7), 멜론(12.8), 수박
(12.1), 배(11.6), 포도(8.1), 블루베리(5.3), 자두(5.1), 키위(5.0), 방울토마토(4.1) 순
❍ [학교] 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6%로 과일
간식 지원이 돌봄교사에게는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
• (학교) 과일간식 필요성: 필요하다(65.6), 필요하지 않다(26.3), 잘 모르겠다(8.1)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정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진국 사례처럼 2022년
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
❙선진국 과일간식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례❙
국가별

대상 연령

실시 시기

간식시간

간식 횟수

미국

초등학생

2008년(2002시범)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2회/주 이상

캐나다

초·중등학생

2005년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12회/학년도 내외

유럽연합

회원국 자율

2009년

프랑스

3~18세

2009년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6~9회(1/4분기) 36주

이탈리아

6~11세

2009년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3~4회/주 (1~5월)

영국

4~6세

2002~2008년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매일

네덜란드

4~12세

2006년(2003시범)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2회/주

덴마크

5~15세

1999년

정규급식과 별도 간식시간

2회/주

※ 과일간식 지원은 덴마크 1999년에 이어 미국, 영국, EU 등 대부분 2000년대에 시작

- 2019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현재 각 지자체와 과일
가공업체 간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3월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과일간식이 공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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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일간식 프로그램 관련 선진국 사례❙
국가

미국

캐나다

사업명

Fresh Fruit &
Vegetabl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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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부터 실시(점진적 확대)
BC School Fruit & • 사업대상: 초등학생
Vegetable Nutritional
• 급식과 분리된 간식, 40회/년
Program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무상 지원(주정부 부담)

EU

School Fruit
Schemes

프랑스
(EU회원국)

Un Fruit
pour la Recre

이탈리아
(EU회원국)

Frutta e verdura
nelle scuole

사업 현황
• 농업부(USDA) 주관
• 지원예산
- 40백만 달러(2008/2009)
- 165백만 달러(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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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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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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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3~18세
• 연간 23식/년, 100~15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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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6~11세
• 연간 50식/년, 23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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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확대와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과일간식 지원
◈ (지원대상)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 명)
◈ (공급방식) 빵, 핫도그 등의 간식을 주 1회 이상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과일간식으로 대체하고, 1인당 연간 30회
제공※(2018.5.~), 컵과일 등 신선편이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하여 공급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1일 150g 내외
◈ (품질관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만을 사용
※ 농산물표준규격의 ‘상’등급 이상으로 하고, 제철의 지역농산물을 권장
◈ (기대효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국산과일의 잠재적 수요확대 가능
※ 아동·청소년 비만율: (2008) 11.2% → (2012) 14.7 → (2016) 16.5 → (2017) 17.3
※ 사회경제비용: (2006) 4.8조 원 → (2009) 5.1 → (2013) 6.7 → (2015) 9.2 → (20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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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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