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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19.3.19.)

개요
❍ [정부,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2019.3.19.] 정부는 3.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조세지출 기본계획: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2018년(추정) 국세감면액은 41.9조 원, 국세감면율은 12.5% 수준,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상승 전망

※ (2015) 14.1% → (2016) 13.4 → (2017) 13.0 → (2018년 추정) 12.5 → (2019년 전망) 13.9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단위: 조 원, %)❙

구분
국세감면액(A)※
국세수입총액(B)※※
국세감면율[A/(A+B)]

2017년(실적)
39.7
265.4
13.0

2018년(추정)
41.9
293.6
12.5

※ 국세감면액: (2018년 및 2019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전망치
※※ 국세수입총액: (2018년) 실적치, (2019년) 국회 확정 세입예산

2019년(전망)
47.4
294.8
13.9

❍ [분야별 현황] 2018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8%를 차지
❙2018년 분야별 현황(단위: 조 원, %)❙
구분
근로자 지원(EITC 포함)
농림어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투자촉진·고용지원
기타
합계

2017년
(실적)
14.3
5.2
2.4
3.0
1.8
13.0
39.7

2018년
(추정)
15.3
5.4
2.7
2.9
2.1
13.5
41.9

비중
36.0
13.1
6.1
7.6
4.5
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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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36.5
12.9
6.5
6.9
5.0
32.2
100.0

2019년
(전망)
20.0
5.7
3.1
2.8
1.4
14.4
47.4

비중
42.2
12.0
6.5
5.9
3.0
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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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 운영 성과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 실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둥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및 청년 고용 시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등
-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 고정자산의 수익창출 능력은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진다는 가정
에서 출발해 내용 연수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하여 차등적으로 감가
상각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정률법이 가속상각에 해당
❍ [국세감면 효율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

※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율(%, 정비항목 개수/일몰도래 항목 개수): (2015) 30(26개/88개) →
(2016) 32(8개/25개) → (2017) 24(12개/51개) → (2018) 15(13개/89개)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대기업 7%
→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등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국세감면한도 내에서 관리되던 국세감면율이
2019년에는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

※ 2018년 대비 2019년 국세감면 증가액 5.6조 원 중 5.1조 원이 중･저소득자에 귀속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시행성과] 예비타당성·심층·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성과평가 도입 목적 달성※

※ 세법심사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평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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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평가·의무심층평가) 예비타당성평가(신규 1건), 심층평가(2018년 일몰, 12건)를
실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타당성이 낮아 미도입,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1건 축소, 5건 확대 및 6건 일몰연장)에 반영
- (임의심층평가) 외부 지적 등 시급성이 있는 제도 등(7건)에 대해 평가하여 2018년 세법
개정안 반영(상반기 5건※) 및 2019년 반영 예정(하반기 2건※※)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등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등 관세감면
- (자율평가)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평가 의견을 2018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적극 활용※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46건에 대해 일몰연장

❍ [제도개선]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성과평가 제도 효율화) 조특법령 개정, 심층평가 철회규정 신설, 평가수행기관 조정 등
제도 개선
- (비과세·감면 정비) 대기업·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영토록 규정
- (목표달성도 분석 강화) 심층평가 시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도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일몰
연장 여부 등 결론 도출

※ 「목표달성도 분석 수행기준」 마련, 전문연구기관에 통보(2018.12.11.)

3.

2019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운영원칙] 민생과 미래성장동력 활동의 핵심대상인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정비)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인
정비 추진,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일자리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 (신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3 -

⎗ 정책동향
- (관리)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과세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
라도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운영체계] 각 부처 자율평가 → 조세특례 소관 과의 심층 검토 → 세제실장·국장 심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세법개정안 발표 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성과평가 강화

❍ 2019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평가

※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문화체육관광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기획재정부)

- (심층평가) 2019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 3건※에 대해
성과 분석·개선방안 마련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사항※, 2019년에 일몰이 도래한 제도(감면액 300억 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31일까지 제출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제도 지속 보완]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평가 모형 연구 등,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적극 수용]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추진
 성과관리 체계 개선

❍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기초 데이터의 조기 확보로 본연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구축

※ 기획재정부, 국세청, 평가 수행기관(조세재정연, KDI),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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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기법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문 실시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부처별 자율평가의 내실화 지속 추진] 2018년 평가서·건의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부처에
공유하여 부처의 당해연도 평가서·건의서 작성 지원 강화※

※ 우수 사례 선정 확대 및 평가서 등 작성 관련 부처 담당자 교육･상담 강화

-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이 높고 내실 있게 작성된 평가서·건의서의 경우 세법개정안
반영 추진
- 주요 분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연계정보를 구축하여 중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조세
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
❍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 개선] 조세지출예산서상 전망치-실적치
오차항목 사유 분석 및 추계근거 보완 등 지속 추진
- 해외사례 연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내용 검증 및
개선사항 검토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운영
방향

• (정비)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신설) 필요 시 제한적
허용
•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과도한 지원 방지

•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 성과평가의 질적 제고
•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조세지출
운영기반

•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성과평가 강화

• 성과관리 체계 개선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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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일자리 창출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지속적 확대
•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R&D 분야까지 확대 개편
 투자

• 기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
 근로자자영업자

•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되는 반기별 지급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소득자의 수급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201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개선방안 검토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
 금융

• 201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도록 정비

❍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참고: 2019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2019년 말 일몰도래 52개 항목)
부처명

고용노동부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조특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신규가입자)

조특

85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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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호

목

①

1

가

74

①

1

나

조특

74

①

1

다

조특

74

①

1

라

조특

74

①

1

바

조특

74

①

3

조특

74

①

3

조특

74

①

8

조특

74

①

9

나

조특

104의18

①

조특

104의18

②

조특

104의18

②

조특

104의18

④

국민안전처

조특

25

①

5

라

국세청

조특

126의2

조특

87

조특

96

조특

97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중고차)

조특

88의2

조특

126의7

⑧,⑨

농림축산식품부 조특

121의23

⑩

교육부

법률

조문

항

조특

85의6

②

조특

74

조특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서울대학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인천대학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립대학병원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립대학병원(치과)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장학재단)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에 연구시설 기부)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 연구시설 기부)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비상대비자원법상 보강시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국토교통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위원회

조특

25의6

조특

7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체육관광부
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도서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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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법률

조문

항

호

조특

74

①

5

조특

74

①

5

조특

74

①

6

조특

74

①

7

조특

83

조특

104의29

조특

106

조특

107의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조특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4

①

조특

74

④

조특

107의3

조특

121의22

조특

8의3

조특

25

①

5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

25

①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조특

118

조특

140

조특

74

중소벤처기업부 조특
해양수산부
환경부

목

주요 내용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박물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미술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문화예술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②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20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사회복지법인)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해저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9

가

13의2

조특

104의10

조특

109

⑦

관세

95

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공무원연금공단)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2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일몰없는 33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고용노동부

소득

12

과학기술

조특

10

항

호

목

3

(더)

①

주요 내용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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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법률

조문

소득

12

관세

90

조특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소득

16

소득

51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4

ⓛ

부가

26

①

조특

69

조특

105의2

소득

12

2

(가)

소득

12

2

(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라) 비과세)

부가

42

상증

18

문화체육관광부 조특

115

정보통신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항

①

①

호

목

3

자

4

보건복지부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9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보험료 세액공제
10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주요 내용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2

영농상속공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
주세 등 면제

조특

105

①

소득

51의3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

59의2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대체)

조특

105

조특

69의4

조특

105의2

조특

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1,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우대세율)

①

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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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해양수산부

법률

조문

항

호

상증

18

①

1

조특

105의2

①

목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26개 항목)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법률
조특

조문
29의3

조특

25의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부

조특

29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
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국토교통부

조특

104의14

금융위원회

조특

72

조특

69의2

조특

71

조특

72

조특

99의4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조특

항

목

주요 내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신협)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협)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36

③

조특

72

ⓛ

조특

7의4

조특

60

산업통상자원부 조특

61

산림청

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
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3의2

조특

85의8

조특

7

조특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중소벤처기업부 조특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16의2

조특

72

조특

69의3

조특

71

조특

72

①

4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수협)

행정안전부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새마을금고)

환경부

조특

106

①

9의2

해양수산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중소기업협동조합)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천연가스(CNG) 및 전기·수소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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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19.3.18.)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실천과 성과 중심의 정책운영

❍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대책으로 발표
<경제활력대책회의・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주요 대책>
◈ (활력 대책) 수출활력 제고대책(2019.3.4.),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2019.1.4.),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2019.3.13.) 등
◈ (혁신 대책) 데이터·AI 및 수소경제 활성화전략(2019.1.16.),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2019.2.20.),
공유경제 활성화(2019.1.9.) 등

❍ 마련된 대책들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 점검·보완※

※ 상반기 내 성과 창출할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밀착 관리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 + 혁신확산, 민생개선 역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
-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최초로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토지개발사업 추진, 정부
출자기관 對정부 배당을 줄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 추진
- 창업·벤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마련하고, 수출 부진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
◈ (GBC: 3.7조 원) 수도권정비위(2017.12.~)에 1년 이상 계류 → 수도권정비위 통과(1.7.)
◈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0.2조 원) 現 특구계획상 설치 곤란 → 특구계획 변경 통해 추진키로 조정
◈ (반도체 클러스터: 1.6조 원) 조성계획 확정 지연 → 수도권정비위 실무위 통과(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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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 창출에 주력
- 새로운 도전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사례 창출(17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처음 도입※

※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거래, 국가계약･조달 등부터 시범 실시(2019.1.23.～)
- 데이터·AI 활성화 계획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2019.1.16.), 5G 활성화 전략
(2019.2.20.), 공유경제 활성화(2019.1.9.) 등 혁신 대책 발표
❍ 포용성을 지속 강화하여 민생 개선에 매진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2018.12.20.)하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까지 활용하여 대책 마련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5%)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
 현장·시장과의 소통 강화 + 정책 신뢰 회복

❍ 매주 1회(총 12회)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현장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주요 사례>
◈ 주문서·납품계약서 등 담보로 한 대출허용 건의(자동차부품회사(서진캠) 방문 시, 2018.12.13.)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0.1조 원) 도입(수출활력 제고대책, 2019.3.4.)
◈ 자영업자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 및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건의
⇒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단계적 상향·폐지,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제로페이 도입(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20.)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시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보완

※ 청문회･경제정책방향에서 방향 제시,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2018.12.26., 2019.1.4.,
2019.2.13.), 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

❍ 3-3 소통장치※를 활용, 정책을 조율하고 One-Voice 유지

※ (경제팀) ① 매주 경활회의, ② 수시 녹실간담회, ③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방문･소통라운드
테이블
※ (청와대) ① 격주 대통령 정례보고, ② 매주 정책실장과 오찬, ③ 수시 경제현안조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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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활력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노력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향후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 형성
-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8.12월 상승 전환된 이후 3개월 연속 개선, 최근 기업심리도 실적
및 전망치 모두 반등※

※ 심리(2018.12. → 2019.1 → 2): (CSI) 96.9 → 97.5 → 99.5, (BSI 실적/전망) 71/71 →
67/65 → 69/76

-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부도위험도 하향 안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 코스피: (2018.11월 말) 2,097 → (3.15일) 2,176 / CDS프리미엄: (2018.11월 말) 40 →
(3.14일) 29

❍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 조성
- 데이터, 수소경제, 5G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 마련
-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갈등과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창출

※ 광주형일자리 타결･합의(1.3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마련(3.6.)
- 최저임금 등 시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
❍ 현장 중심 정책운영 정착 + One-Voice 유지를 통한 엇박자 논란 종식
- 과거 어느 경제팀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운영 기조를 정착
- 경제팀 및 청와대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조율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정책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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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출·투자 부진 및 고용·분배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
-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 소득분배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
- 1월 산업활동, 2월 고용이 개선 모습을 보였으나, 추세적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향후 추진방향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작년(2.7%)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 개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
❍ 수출 활성화·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자리·분배
개선 등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을 착실히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100건 이상
창출 등 혁신 성과 확산을 적극 지원
❍ 청년희망사다리대책 마련 등 계층이동성 복원 위한 정책노력 가속화, 2019년을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노력
❍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기회
요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 강화
❙경제활력대책회의·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실적 및 논의안건❙
일자

구분

안건
2019년 경제정책방향(안)

2018.12.12.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

2018.12.17.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2018.12.19.

경제활력대책회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Ⅳ)
어촌뉴딜 300 후속 조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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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구분

2018.12.26.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혁신성장 전략투자: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2019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2019.01.04.

경제활력대책회의

2019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2019.01.09.

경제활력대책회의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2019.01.16.

혁신성장전략회의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산업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계획

2019.01.23.

경제활력대책회의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2019.01.30.

경제활력대책회의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대응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
2019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2019.02.13.

경제활력대책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2019.02.20.

혁신성장전략회의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결과 및 추진방향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출활력 제고 대책

2019.03.04.

경제활력대책회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제2벤처붐 확산 전략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2019.03.13.

경제활력대책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 15 -

⎗ 정책동향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자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2019.3.18.)

개요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2019.3.18.]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14일~3.15일 양일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집중토론을 진행

의제별 토론 결과
1.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 [의제선정 사유]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입 및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참석자] 동 의제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담당하였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산업계)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모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올룰로, 알톤스포츠, 매스아시아
※ (학계 및 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중앙대학교
※ (시민단체) 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21,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

❍ [토론결과]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6개의 쟁점을 도출하여 논의했으며,
이번 해커톤의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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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 (경찰청)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한다.
- (행정안전부)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6가지 쟁점별 논의 내용❙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25km/h를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 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
•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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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 [의제선정 사유]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
기준, 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하여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
❍ [참석자] 의제리더는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담당하였으며, 농림
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
식품연구원,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건강기능식품업계)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 (일반식품업계)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중앙연구소
※ (학계/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
산업협회

❍ [토론결과] 토론자들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2개의 쟁점을 도출하였
으며, 각 쟁점에 대해 합의한 세부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2가지 쟁점별 논의 내용❙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건강상의 효과 등”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TF(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
하여 6개월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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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
•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추어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도 우수 제조 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 선택권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
(조합,분할)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 건강상의 이익 표시 가능 합의, 2019.3.18.]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14.~15.)을 통해 현재 건강
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
-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향후 계획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 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
-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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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자료 : 행정안전부(2019.3.20.)

개요
❍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2019.3.20.] 지방소멸에 대응
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모집
- (추진 배경) △지역산업 위축, 공동체 붕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쇠퇴
및 지방소멸 위기 증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의 난제를 당사자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스스로가 풀어가려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추진 ⇒ 청년들이 쇠태해 가는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 주도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소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국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국비)을 지원

주요 내용
1.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지역
살이 실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
- (개요) 폐청사, 폐교 등 활용도가 낮아진 국·공유재산, 민간소유 빈집 등을 활용, 청년이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여 지방소멸 대응
- (추진 주체) 민간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단체 선정
- (추진 내용) △공간조성…유휴공간을 활용, 민간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카페/펍/호텔/
셰어하우스/생태농업/지역 컨텐츠 등)으로 조성, △프로그램…지역커뮤니티에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도 주목받는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정착 및 정주율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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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동체 붕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에 주민들이
유휴·저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재설계
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이 지원
- (개요) 빈집이나 쓰지 않은 시설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 지역기반, 사람중심의 공유경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활력 도모 및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자치분권 모델 창출
- (추진 주체) 민간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단체 선정
- (추진 내용) △공간재활용…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경제관계를 맺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에서 발생하는 잉여와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 △프로그램…생활실험 방식으로 생활속 문제를 제안·해결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민의 참여·협력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경제활동을 추진,
경제활동의 이익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설계
<관련사례 소개>
◈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지방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공간이 증가하여
행정안전부가 민간공모를 통해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추진(2018년)
- 원도심(전남 목포)의 빈 상가건물에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생활에 관심 있는 대도시 청년※에게
취·창업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60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지방이주 초기에 필요한 ① 거주공간, ② 지역 체험, ③ 창업 교육,
④ 지역주민·이주청년 유대관계 맺기, ⑤지역 내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등 제공
⇒ 지방생활을 꿈꾸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도시를 매칭하여 청년문제(일자리, 단절·고립)와
지역문제(인구감소, 원도심) 해결에 기여※
※ 입주청년 전원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30여 명이 지역 내 정착(창업준비 등)
◈ (덴마크 리퍼브 슈퍼마켓 위푸드(we food)) 덴마크 시민단체가 설립한 세계 최초 재공급품 전문
슈퍼마켓
- 판매일자가 지났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버려지는 상품을 대형유통업체, 과일수입상, 정육업체로부터
무료로 공급받아 정상가의 30~50%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저소득층과 개도국 지원에 쓰임.
⇒ 위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음식물 폐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지난 5년간 덴마크 음식물 폐기량의
25%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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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3.19.)

개요
❍ [정부,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2019.3.19.] 3.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
- (개정 의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환경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정안전부)

주요 내용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 LPG차 등록대 수(2018년 말, 국토교통부): 203.5만 대(전체 등록대 수의 8.77%)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
❍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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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정안전부)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
-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 점검
-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
❍ [향후 계획]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소형(1600cc 미만),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
 액화석유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가스법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안전관리 및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사업법
▪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 삭제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센터를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미세먼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 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미세먼지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미세
저감 및 관리에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사회재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 ▪ (사회재난)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가축감염병 확산 등
▪ (예방·대비 단계) 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비상 ▪ (예방·대비 단계) 긴급안전점검 실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 (대응 단계) 미세먼지 경보,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 ▪ (대응 단계) 재난사태 선포 가능, 대규모 재난
기본법
(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자체 상황실 구성·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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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2019.3.20.]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결의대회※※도 개최(3.21.)

※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9년 55천 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2019.1.22.～6.28.,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 3.18일 현재, 신청 면적
5,110ha(목표 대비 9.3%)
※※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유공자 장관 표창, △추진경과 보고(식량산업과장),
△농식품부･단체 간 업무협약식(농식품부･8개 농업단체), △쌀 생산조정 결의문 낭독
(농업인･지자체 대표), △쌀 생산조정 당면현안 설명(식량정책관), △논 타작물 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농촌진흥청) 등

주요 내용
❍ 2019년도 ‘논타작물재배’(목표 55천 ha)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인 및 지자체·생산자단체
추가 지원대책 마련
대상

추가 지원 내용
① 공공비축미 배정(35만 톤 계획물량 중 참여 농가에 5만 톤 직접 배정)

농업인

②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4,200원/㎏ → 4,500, 특등신설)
③ 농협 무이자 자금(2천억 원 → 3)
④ 농지은행(비축임대, 매입)
① 주산지일관기계화(40개소, 개소당 2억 원)
② 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용수개발)

지자체·생산자단체

③ 지역개발(일반농산어촌·신활력플러스)
④ RPC(벼 매입자금 4천억 원, 목표대비 70% 이상 시군 시설 우선 지원)
⑤ 조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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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추가지원 방안>
❍ [공공비축미(2019년 계획물량 35만 톤 중 5만 톤) 인센티브 배정] 공공비축물량 35만 톤
중 5만 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
- 30만 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 확대
❍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3.7일 발표] 수매물량을 60천 톤(2018: 55천 톤)으로 확대
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
-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

※ 정립비율(90% → 95), 낟알 고르기(70% → 90)를 상향하여 수매 콩의 품질 제고
❍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 원 지원
(2018년: 2천억 원) → 조합원에게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 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 원) 지원※,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 원 지원

※ ha당 무이자 자금 500만 원(경종) 또는 1,000만 원(조사료) × 2.15%(상호금융예치금이자율)
× 예치기간 12개월 = 11만 원/ha 또는 22만 원/ha

⇒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지원 단가(325만 원
/ha) 이외 추가 지원※※

※ 콩 전환농가 지원금: (2018) 280만 원/ha → (2019) 325만 원/ha(금년도 단가 인상)
※※ 추가 지원(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 콩 수매가 인상 + 농협 영농자재 지원 등)
❍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 지원 우대]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 부여※(가점 총 15~20점 중 5~10점)

※ (비축임대) 가점 20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최대 10점, (농지매입) 가점 15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5점 부여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
❍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가 지원

※ 개소 당 2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2019년 220개소 지원 예정이며, 1･2차 신청
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 3.8일～3.22일까지 3차 접수 진행 중(112개 추가 선정 예정)
- 25 -

⎗ 정책동향

<참고: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 (사업내용) 경운·정지부터 수확 후까지 작업 단계별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공급
◈ (장기임대 기간)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예: 동력 파종기 5년, 동력수확기 5년 등)
◈ (장기임대료) 구입한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35%를 임대료로 징수(연 1회)

❍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배수)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2019년 기본조사 면적 2천 ha의 5%), (용수)
기본조사 및 신규지구 선정 시 사업 참여 우수 시·도 우선 배정

※ 국가관리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자체 구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활용

❍ [지역개발 지원 우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19년: 4,361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2019년: 245억 원)의 2020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RPC 지원] RPC 운영자금 1.2조 원 중 4천억 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당 800만 원, 무이자), RPC 시설지원사업(2019년: 143억 원)의 2020년
신규 대상 선정 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지원
대상 확대·단가) 인상※,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 유보 및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 관리강화

※ (기존) TMR공장, 10원/㎏ → (개선) TMR공장 + 축산농가 추가, 20원/㎏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3.18.)
- 2019년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20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

※ (예) 현행 사업대상은 “2018년 사업 참여농지 + 2018년 벼 재배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2017년 벼 재배 농지 중 2018년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2018년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2019년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
⇒ 2019년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참여 농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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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PLS 정착 위해 현장 지원·교육 시행
자료 : 농촌진흥청(2019.3.19.)

❍ [농촌진흥청, 작물별 PLS 사전 대응반 운영 중, 2019.3.19.]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의
정착과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작물별 PLS
사전 대응반※’을 운영 중

※ (대응반 구성) 대응반구성: 18개반(41개작물), 115명(농촌진흥청 54, 도농업기술원 26,
시군농업기술센터 35)
※ (운영기간) 2019년 1월～9월
※ (대상작물 및 지역) 시기별 집중 출하작물 및 주산지
※ (주요역할) △방문지역 해당 작물의 영농상황과 PLS 대응사항 공유, △PLS 시행에
대한 생산단체･농가의 이해도 사전 준비사항 확인, △PLS 대응 현장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 △PLS 품목별 교육 및 공동 대응방안 도출 등
<시기별 현장 점검 대상 주요 작물>
◈ 1~2월: 딸기, 참외, 오이, 토마토, 부추, 양송이, 새송이, 시금치
◈ 3월: 알타리무, 고사리, 열무, 갓, 대파
◈ 4월: 더덕, 엽채류(당귀잎, 상추, 치커리, 케일, 아욱, 취나물), 마늘, 미나리
◈ 5월: 매실, 복숭아, 보리, 수박, 쪽파, 양파
◈ 6월: 풋고추, 홍고추, 옥수수, 자두, 포도
◈ 7월: 고구마, 멜론, 무‧시래기, 배추, 엽채류(쑥갓, 비름, 샐러리, 근대, 참나물, 청경채)
◈ 8월: 단감, 배, 인삼
◈ 9월: 참다래, 콩

- (기대 효과) PLS 사전 대응반 운영을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PLS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 발생을 예방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PLS 방문교육 계획, 2019.3.19.] 배추, 무, 깻잎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품목을 재배하는 전국 3만 1천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2월~6월까지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현장상담(컨설팅)을 수행

※ (교육 내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등

❍ [향후 계획]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운영 중인 PLS 사전 대응반과 주요품목별
방문교육을 통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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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개요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19.3.21.] 「동물보호법」 개정
(2018.3.20.)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19.3.21.일부터 시행

※ 2008.1.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9.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맹견의
법률상 정의가 마련된 바 있음.
※※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주요 내용
<1.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
❍ [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019.9.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하단의 배너 “동물
보호복지 온라인교육” 클릭 → apms.ep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인터넷 주소창에
apms.epis.or.kr를 바로 입력하여 접속도 가능)

- (교육 방법) 2019.3.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
- (교육 내용)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 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시로 구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 금지]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 금지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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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소유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2.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존)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 「총포화약법」상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하거나, 대통령령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화약을 폐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존)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벌칙: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벌칙: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
◈ 「형법」상 특수폭행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홍보캠페인 시행]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233개반, 943명)을 편성
하여 전국적으로 홍보캠페인(3.18.~4.26.)을 시행

※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지나치게 빤히 응시하지 않기 등

-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 [향후 계획]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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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총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총력, 2019.3.21.]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농촌
진흥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해 나갈 계획
- (주요 내용)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과수·인삼 등 저온에
취약한 농작물 재배농가 대상 재해보험 가입 홍보※※

※ 기상정보 및 작물별 피해예방기술 제공,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22.～4.4. 지자체 일선
재해담당자(2천 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018년 277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저온･태풍･폭염 등의 피해에 대해 80천
농가가 5,842억 원의 보험금 수령
UN식량농업기구(FAO)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18./20.)

❍ [농식품부, 한국 내 UN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 2019.3.18.]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17(일)~3.19(화)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FAO 사무총장(Jose Graziano
Da Silva)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이하 ‘한국 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
2019년 5월 중 사무소 개소 예정

※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UN 상설 전문기구

- (FAO 한국사무소 역할) FAO와 우리나라 정부 간 연락기능, 식량안보·빈곤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
- (기대 효과) 식량안보 기여 확대를 통해 한국 위상 강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과 연계
하여 일자리 창출 및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
- (주요 일정) △WEP…식량원조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부에 감사패 수여, △FAO, WFP
사무총장 면담…세계식량계획(WFP)와 한국 쌀 식량원조사업 활성화 논의, 국제기구
(FAO, WFP)에 한국인 채용 촉구 등 해외 일자리 확대 도모, △3월 사무소장 및 직원
모집, 5월 개소식, 2019년 내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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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농식품부,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개요
❍ [농식품부,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 구축, 2019.3.21.] 지역농산물(로컬푸드)과 직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정보누리집(홈페이지)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3.21일
부터 개장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곧바로 판매하는 직거래의 의미 부각

- (추진 목적)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사업장, 정책 및 교육, 푸드플랜을 포함한 정부 정책
등 제공을 통해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 유도
- (주요 내용) 전국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교육, 행사, 직거래 인증,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 우수사례 등 정보 제공
<바로정보 구축 개요>
◈ (법적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운영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진경과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2018.6월)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홈페이지 명칭 확정(2018.11.30.,

※

)

※ 생산자(그린)·소비자(레드)·판매자(오렌지)을 상징하는 3개 주체를 상징하는 모양이 한
자리에 만나 농산물 직거래를 이룬 화합·기쁨을 표현
- 직거래사업장 정보 등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개시(2019.3.21.)
◈ 콘텐츠 구성 현황
- 정책소개: 관련 법령, 직거래 정의, 기본계획, 지원사업 현황 등
- 직거래사업장 정보: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쇼핑몰 등
- 인증제 관련정보: 인증 목적, 심사기준, 인증매장 현황 등
- 교육정보: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자체 등
- 기타사항: 직거래 관련뉴스,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VPS) 연계, 푸드플랜 등 관련 정책, 고객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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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직거래정책] 정부 정책방향, 관련 법령, 기본계획 등 정보 제공
❍ [직거래뉴스] 각종 언론보도 자료, 직거래장터 개설 정보 등 소개
❍ [직거래판매장 정보] 전국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농산물 판·
구매처 정보와 동네 인근 사업장 정보 검색기능 제공
❍ [지원사업]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의 규모와 신청자
자격, 공모일정 등 소개, 향후 사업자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 예정
❍ [직거래 교육]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거래 관련 교육정보 및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
하며, 안전수칙 등 지자체 주관 교육도 추가 예정
❍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 종합 먹거리정책인
푸드플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거래 관련 사례 등 정보를 제공

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 실시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 [농식품부, 아침 간편간식 제공 시범사업 실시 계획, 2019.3.21.]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21일 「학생 아침급식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2019년부터 일부 초등학교
대상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 「학생 아침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청소년기 아침밥 먹기와 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 및 학업집중도 향상, 우리쌀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 아침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박주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

- (추진 배경)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은 10%, 중·고등학생의 결식률은 34.6%※로,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 증가※※ 등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2005 → 2016): 6～11세 11.3% → 10, 12～18세 23.8 → 34.6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005) 3조 400억 원 → (2015) 6조 7천 → (2018) 11조
4,679억 원
- (주요 내용) 2019년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쌀 중심 식습관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아기, 아동기 등 청소년기 전 연령으로 아침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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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점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1.)

❍ [농식품부, 김치 수출점검회의 개최, 2019.3.21.] 김치 수출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
하여, 최근 발표한 ‘김치산업육성방안’이 내수시장에서 외국산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점을 보완하고, 김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참석기관및업체: 농식품부, 농진청, 풀무원, CJ, 대상, 서안동농협, ㈜한울, aT, 세계김치연구소

- (주요 내용)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김치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부터 신규 시장 개척에
이르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제기했고, △정부…개선방안과 업계 역할 등 논의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수출업체·농가,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인삼, 파프리카 등 주요 품목별로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할 예정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0.)

❍ [농식품부,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 개최, 2019.3.20.] 농식품부는
3.20일 ‘미식(美食)’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
◈ (프랑스 미식 문화(Gastronomic meal of the French))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맛있게 먹고 마시는 기회를
가지는 잔치 같은 식사문화로, 우리나라의 김장문화와 같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인류무형문화유산
- 프랑스에서 생일, 결혼, 기념일 등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음식과 연계된 사회적 관습 및
식문화 전 과정을 의미

- (추진 배경)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시장은 건강식품, 채식주의, 유기농 등 프리미엄 식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건강보조식품과 발효식품 등의 인기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 특히,
한국 식품※은 발효식품을 바탕으로 한 건강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아 향후 유럽시장 내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품목

※ 對프랑스 농식품 수출: 2018년 27백만 달러, 전년 대비 23.3%↑(만두, 김치 등)

- (추진 목적) 한국 발효식품 장인과 프랑스 현지 요리사와의 협업※으로 한국산 식재료의
프랑스 시장 진입 및 확대

※ 유명 셰프가 다수 소속되어 프랑스 내 영향력이 큰 프랑스 요리아카데미(Académie culinaire
de France)와의 협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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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컨퍼런스…한국 전통발효식품 컨퍼런스 개최로 발효식품 우수성 홍보, △新메뉴
품평회…프랑스 미식협회 소속 요리사 대상 한국 발효 식품 및 식자재 활용 ‘新메뉴’
레시피 개발, △바이어초청…호텔 및 식자재 벤더 초청, 한국 식재료 입점 추진, △현지
홍보…현지 파워블로거 및 언론사 대상, 한국 수출 유망 농식품 홍보
- (기대 효과)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인 간장·고추장 등의 식자재를 활용하여 ‘新메뉴’
조리법 개발하는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전망

참고: 2019년 對EU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약점

강점
◈ 타 아시안 식품에 비해 고품질

◈ 낮은 인지도

◈ 기분 좋은 매운맛과 건강성 겸비

◈ 장거리 운송으로 비용 및 시간 부담

◈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발효식품

◈ 아시안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식품 및 우수한 식문화 선진국과 경쟁

SS W
W
O T
T

◈ EU 경기성장 불확실성

◈ 발효 등 건강기능성 식품의 인기

◈ 로컬 푸드 운동에 따라 자국산 소비

◈ 한국식품 취급 유통업체 확대

◈ 양적완화조치로 유로화 평가절하

기회

위협
2019 중점 추진전략

 EU 국가별 핵심 소비거점 연계 사업추진으로 시장파급력 확대
 소비시장에 최적화된 한국산 전략상품 개발시스템 구축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시장 창출

❙추진전략별 Action Plan❙
중점 추진전략

국가별 핵심 소비거점 공략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
신규 소비시장 창출

Action Plan
 소비패턴에 따른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미개척시장 바이어 발굴 및 신규진입 전개
 스포츠·문화와 연계한 K-Food 홍보 추진
 권역별 전략 수출품목 발굴 및 집중마케팅
 상품설명회를 통한 신규 유망상품 발굴 및 시장진입
 신규 수요 개발을 위한 호레카 시장 집중 공략
 현지 식품트렌드 분석을 통한 틈새시장 및 품목 발굴

- 34 -

⎗ 정책동향

◈ 축산 동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18.)

개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10일까지 신청, 2019.3.18.]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

※ 지난 3.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한바있으며,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
보증도 적용

- (주요 내용)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 말), △자금배정(4월 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

※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
주요 내용
❍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

※ 농식품부 + 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적법화가 진행
되도록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
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
-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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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시행 개요>
◈ (사업대상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단, 완료농가 제외)
- (일반지역)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이면서 2013년
2월 20일 이전 농가
◈ (자금의 사용용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
◈ (사업물량)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500억 원 별도 배정
- 농가당 20,000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부서) 시·군·구 축산부서
◈ (지원형태) 중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 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20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 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농신보 특례보증) 2천만 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하여 보증 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
※ 필수사항만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 하는 위탁보증적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특례적용 방안>
◈ (현황)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시설자금)을 지원※※ 중
※ 2019년 예산 1,787억 원(이차보전 650억 원 포함), 융자 80%(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개보수비, 설계·측량비 등 지원
◈ (애로사항)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농가가
한정적
- 영세·소규모 축산농가는 담보 부족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영세한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 (운용기간) 20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 CSS 미적용※)
※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 가능
-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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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악취 저감 지원
자료 : 환경부(2019.3.21.)

❍ [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축산농가 악취 문제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3.2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농협경제지주와 축산농가 지역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
- (협약 목적) 한국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 간 상호 협력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악취저감 유도
- (주요 내용) △한국환경공단…악취유발 축산농가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 △농협경제지주…
80억 원 규모 악취시설 개선자금 지원, 축산농가·지역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공통…축산농가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기술지원 자료 및 농가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장비 교류, 축산농가 악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 예정
◈ (한국환경공단)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이동식 연속 자동측정기와 표본(샘플링) 펌프, 광학가스 이미지
카메라, 가시화 시험장비 등으로 악취 측정 및 저감방법 상담, 시설개선 효과 검증 등을 지원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과의 연계를 통해 80억 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개선자금을 지원※
※ 농협경제지주에서 지역농협에 자금을 배분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농가를 선정하면,
환경공단에서 적정성 검토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 후 지역농협에서 농가에 개선비용을 지원
하는 방식

❙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협력분야❙
구분

주요 내용
1. 악취저감을 위한 냄새저감 시설설치의 적정성 검토

한국환경공단

2.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3. 개선 농가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 기술지원
1.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농가 안내 및 사업 홍보

농협경제지주

2. 악취 저감을 위한 대상 농가 선정 및 개선자금 지원
3. 악취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1.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자료 공유

공통사항

2. 농가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및 장비 교류
3. 기타 양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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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0./3.21./3.22.)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농식품부, 야생철새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지역 집중 방역관리 강화, 2019.3.22.] 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철새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반복 검출지역, 3월 철새(야생오리류) 다수
서식지역, 가금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 대상※에 대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

※ (철새 중 오리류 다수 서식 지역) 철원평야 등 24개소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반복 검출 지역)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22개소
※ (가금 밀집사육단지) 13개소(산란계 11, 오리 2), (경작 겸업농가) 847호

- (일제소독) 3.20.~3.21.(2일간) 방역취약 대상에 대해 일제소독 실시, 농가 및 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과 장비 등을 총 동원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내·외부, 차량 진출입로 등
일제 청소·소독 실시
- (경작 겸업농가 관리 강화) 영농철 시작, 농사를 지으면서 가금 사육하는 가금농가(847개소)
소독 등 방역관리 집중 지도※(~3.31.)

※ 야생철새 분변에 의해 오염된 논･밭의 AI 바이러스 유입 방지

- (당부사항) 아직 북상하지 않은 철새가 상당수 남아 있고※, 최근까지 철새에서 AI 항원
검출 등 위험시기로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2019.3월 전국 겨울철새 현황 조사 결과(환경부), 37만수 서식 중

❍ [농식품부, 전북 김제(만경강) 야생조류 포획 시료 저병원성 AI(H5N1형) 확진, 2019.3.20.]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만경강)에서 채취(3.14.)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3.20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 해당지역에 대해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강원 원주(원주천) 야생조류 분변 AI(H7N7형) 항원 검출, 2019.3.21.] 농식품부는 강원
원주(원주천)에서 채취(3.18.)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21일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 [농식품부,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AI(H5형) 항원 검출, 2019.3.21.]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채취(3.19.)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3.21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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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EU LMO 동향 등
이슈 브리프

EU LMO 동향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유럽연합(EU)”(KBCH 동향
보고서, 2019.2.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최근 집행위원회는 환경 방출과 관련한 지침 2001/18/EC 중 GMO의 환경위해성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한 ‘지침 2018/350’을 2018년 3월
8일에 통과시켜 3월 29일부터 발효되었고, 회원국들은 2019년 9월 29일까지 개정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별 법, 규제, 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2018년 7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조사 기술, 화학적
방법을 제외한 최신 돌연변이유발기술(mutagenesis)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Directiv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이며 아직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의 유전자가위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회원국들에게 GM작물 재배 결정권을 부여하는 ‘지침 2015/412’가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던 국가를 포함해 17개국, 영국의 3개(노던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에서 GM작물의 재배 금지를 선언함.
❍ EU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2개국이 유일하며 여전히 기존에
승인된 GM옥수수(MON810)을 재배하고 있음.
❍ 2018년 집행위원회는 옥수수 7건, 사탕무 1건에 대해 신규 승인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지만 MON810의 재배승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임.
<주요 특징>
❍ EU는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체이며,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의
규제와 정책을 결정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영국의 EU 회원국
탈퇴가 예정되어 있음.
❍ GMO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협약,
OECD, CODEX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GMO 심사 및 관리체계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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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마련하는데 EU의 규제를 하나의 모델로
참고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등은 GMO의 재배 권한과 승인체계, 미승인 GMO 혼입 기준, 무역
마찰 문제 등 전반적인 GMO 정책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함.
❍ GM 작물은 매우 적은 면적에서 재배되며 주로 축산업에서 이용하는 사료의 원료로 수입
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신식물육종기술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를 GMO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음.
<법·제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유럽연합(EU)은 2000년 5월 24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을 하였
으며, 2003년 6월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3년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EU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을 제정하였고, 의정서
이행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음.
❍ [규제 체계] EU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의 개발(특히 GMO)이 안전한 조건 및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확립해왔으며, 규제 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시장에 방출되기 전에 EU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인류와
동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 2) 효과적이고, 시간 제한적이며, 투명한 GMO 위해성 평가 및 승인 절차 도입
- 3) 소비자와 전문가들(농민, 식품사료 유통업계 등)에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GMO 표시제 시행
- 4) 시장에 출시된 GMO의 이력추적제 시행
❙EU의 주요 규제❙
분야

규정 또는 지침

주요 내용

환경방출

지침
2001/18/EC

• 실험목적으로 GMO를 방출하는 행위(시험재배 등)와 GMO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 출시 행위(재배, 수입, 변환)를 규제

규정 1829/2003

• GMO로 이루어지거나 GMO를 포함하는 식품 및 사료의 시장 출시 및
판매 유통 행위를 규제

규정 503/2013

• GM식품 및 사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식품 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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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규정 또는 지침

주요 내용

회원국의 GM작물
재배 금지

지침 EU
2015/412

• EU 차원에서 재배 승인된 GMO에 대한 재배결정 권한을 회원국에게 부여

4표시 및 이력추적

규정 1829/2003
규정 1830/2003

밀폐 이용

지침
2009/41/EC

• 밀폐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GM 미생물의 연구 또는 산업
적인 활동 수행을 규제(실험실 내 모든 행위 포함)

국가 간 이동

규정 1946/2003

•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제3국)간 GMO의 의도적, 비의도적 이동을 규제
(역내 의도적인 이동은 적용제외)

• GMO 또는 GM식품 및 사료의 표시 및 이력추적을 규제

❍ [승인 절차] EU에서 GMO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승인유효기간은
10년임.(갱신 가능)
❙EU의 GMO 관련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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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방출용 GMO의 승인절차(지침 2001/18/EC)) GMO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침 2001/18/EC 또는 규정 1829/2003(GMO의 이용 범위가 식용/사료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함.
- (식품 및 사료용 GMO의 승인절차(규정 1829/2003)) 식품 또는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1829/2003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GM 작물의 재배 결정권] 2015년에 발효된 지침(EU)2015/412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보건
환경에 미칠 위험성 외에 다른 이유로도 자국 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GM 작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게 됨.
- 회원국들은 2가지 방법으로 GMO 재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GMO 작물 재배 결정권 2가지 방법>
◈ (선택 1) 적법승인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회원국들이 GMO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집행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선택 2)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원국들이 각국의 환경 농업정책 또는 도시 계획, 토지계획, 사회
경제적 영향, 공존 및 공공정책 등을 고려해 GM작물의 재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음.

- 현재, 17개 회원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말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스,
헝가리)과 벨기에 왈로니아지역, 영국의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총 19개국에서
GM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함.

※ (슬로바키아) 현재 지침 2015/412에 따라 선택권을 규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네덜란드) GM작물 재배에 대한 자체 평가 체계를 개발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작물의 재배가 허용되면 금지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
※ (독일) 2016년 11월, 독일 내각은 자국 내에서 GM작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
하였지만 재배 금지를 독일 전체로 할지, 주마다 개별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GM작물의 이용 여부를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 2015년 10월, GM 작물의 이용
결정권을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제안에 대해 유럽 의회는 거부하고 회원국들은 지지함에
따라 이 제안은 각료이사회에 상정되었고, 의회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채택함.
- 이 결의안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의회의 정치적 입장에만 영향을 미칠 것임.
❍ [GMO 표시제] GM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1829/2003과 GMO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에
관한 규정 1830/2003에 따라 GM 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GM식품 및 사료에는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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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예외 대상) △승인된 GMO가 비의도적, 불가피하게 Non-GM식품 및 사료에 0.9%
미만으로 혼입된 경우, △GM 사료로 사육된 가축에서 생산된 제품(고기, 유제품, 달걀 등)
- (‘GM-free 표시※’)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자발적으로 표시는 허용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주어서는 안됨.

※ 2018년 현재,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GM-free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스웨덴은 이러한 표시를 금지함.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없으나, GM-free 표시를 위한
여러 민간 움직임이 있음.
❍ [GM 작물과 Non-GM 작물 간 공존] 일반작물 및 유기농 작물과 GM 작물과의 공존 정책은
EU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EU 차원에서, 유럽공존국(European Co-existence Bureau)이 공존을 위한 가장 좋은 농업
관리방법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정보 교환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존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GM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들은 공존에 관한 특정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스페인은 최근 규정 EU 2015/412가 발효됨에 따라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회원국과의 국경과 가까운 재배지역에 대해서는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벨기에와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공존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GM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음.
❍ [미승인 GMO의 혼입 허용기준] EU는 미승인 된 GMO의 혼입에 대해 식품용은 0%, 사료용은
0.1%의 허용치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EU 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기존에 EU는 식품 및 사료에 미승인 GMO의 혼입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원칙(혼입허용치
0%)을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사실상 준수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곡물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실제로 2009년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한 사료용 GM대두 선적물에서 미승인 GMO가
발견되어 관련 선적물의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져 EU지역 축산농가들의 사료공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EU는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미승인 GM 작물에 한해 허용치를 0%에서 0.1%로 조정
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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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물육종기술(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NPBT)) EU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새로운 식물육종기술을 GMO 규제 범주(지침 2001/18/EC)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반을 2007년에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음.
- 외부 유전자의 삽입이 없이 NPBT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규제 범주로 흡수될 경우 이
또한 비용 소모적이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혁신적인 생명공학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NPBT는 외부 유전자의 삽입 없이 보다
빨리, 그리고 정교하게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기술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8년 7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조사기술, 화학적
방법을 제외한 최신 돌연변이유발기술(mutagenesis)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Directiv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이며 아직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의 유전자가위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
- 최근 영국 및 독일에서는 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음.
-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유럽의 각 회원국들은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
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관련 사업을
이전할 계획임을 내비쳤으며, 집행위원회 수석과학고문들은 GMO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연구개발현황>
❍ [현황] EU는 식물생명공학이 활발하지만 그들의 연구가 새로운 GM 작물의 상업화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식물생명공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민간 연구기관(Bayer, BASF, KWS,
Syngenta, Limagrain)들의 대부분이 유럽에 포진하고 있으나, EU에서 재배에 적합한 GM
작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공공 및 대학 연구소들은 기초연구와 제한적인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일부 연구소에서는 인슐린, 성장호르몬과 같이 단순한 구조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GM 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물질(백신, 항체, 효소 등)을
개발하는데 GM 작물과 식물세포가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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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재배] EU의 시험재배는 활발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스웨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U의 GMO 환경 방출시험 현황(2013년~2017년❙
구분
스페인
벨기에
체코
스웨덴
영국
핀란드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6
1

4
1
1
4
1

4

2

1
2

1
5
3

5
1
1
3
1

12

8

11

11

3
1
1
2
1
1
9

2

25

자료: EC JRC

- 2018년 Directive 2001/18/EC에 따라 시험연구를 위한 환경방출은 6개 국가(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2018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EU의 GMO 환경 방출시험 현황❙
회원국

스페인

신청자
Biomass Booster, SL

adrenomedullin 유전자가 도입된 GM담배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 분석

Centro Nacional de
Biotecnologia- CSIC

현장에서의 GM캐놀라의 개화 시기 및 생활주기 검증

IDEN Biotechnology
벨기에
체코

스웨덴

주요 내용

VIB

건조내성을 부여하는 HaHB4 유전자와 제초제내성 유전자가 함유된
GM밀 증식
변형된 성장 특성을 갖는 옥수수와 DNA복구 메커니즘을 갖는 옥수수의
환경 평가

Usovsko a.s.

GM보리에서 생산된 LL-37 펩타이드 정제

Sveriges Lantbruksuniversitet

목재 재질 향상을 위한 사시나무 모델

Swedish University of
질병저항성 감자
Agricultural Sciences SLU

영국

Rothamsted Research

카멜리나 종자의 유전적 향상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

GM사시나무 교잡종에서 목질 형성 및 기공 조절

자료: EC JRC

❍ [승인현황] 2018년 EU에서는 식용·사료용·가공용 GM옥수수와 사탕무가 신규 승인 또는
유효기간이 갱신됨.
- GM 옥수수인 MON810에 대한 재배 승인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DAS15922, NK603×MON810,
GA21 그리고 GM사탕무 H7-1의 식용·사료용·가공용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이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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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2018년 신규 승인 또는 갱신된 GM 작물(2019.1월 현재)❙
작물

옥수수(7)

형질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이벤트명
DAS59122

용도
식용·사료용·가공용

제초제내성

GA21

식용·사료용·가공용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NK603×MON810

식용·사료용·가공용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1507×59122×MON810×NK603

식용·사료용·가공용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MON87427×MON89034×NK603

식용·사료용·가공용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MON87427×MON89034×1507×MON88017×59122 식용·사료용·가공용
사탕무(1)
제초제내성
H7-1
식용·사료용·가공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 [재배현황] EU는 해충저항성 옥수수 MON810만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 2개국에서만 Bt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으며, 2018년 Bt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20,979ha임.

※ 바킬루스 투링기엔시스(Bacil us Thuringenesis) 유전자를 도입한 옥수수, 기존 옥수수의
유전자에 투렌제네시스균의 살충성 독소단백질 유전자를 주입한 것으로, 20세기 말 농약
사용을 줄이고자 개발되었으나 여러 환경단체와 소비자 등에게 안정상에 의심을 사며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됨. 실제로 2010년 인도에서는 BT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상업적 재배를
전면 금지함.

- 스페인의 재배면적이 EU 전체 GM 옥수수 재배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에서 5% 정도 생산※되고 있음.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구분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Bt 옥수수는
유럽 내에서 동물사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GM 제품이 함유되어 있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유통되고 있음.
❙EU의 GM옥수수(MON810) 재배면적(2015년~2018년)(단위: ha)❙
국가

2015

2016

2017

2018※

스페인
포르투칼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전체 GM 옥수수 면적

107,749
8,017
997
3
104
116,870

129,081
7,069
75
138
136,363

124,197
7,036
010
0
131,233

115,246
5,733
1
0
120,979

※ FAS 추정치
자료: USDA FAS

<수출입 및 이용현황>
❍ EU는 GM과 non-GM을 포함하여 연간 대두와 대두박 3,000만 톤 이상, 옥수수 1,000~1,500
만 톤, 유채 250~450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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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되는 대두제품의 90~95%, 옥수수의 20~25%, 유채 20% 미만이 GM 제품일 것으로
추정됨.
- (대두 및 대두박) EU는 기후 조건을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연간 3000만 톤 가량을 주로 사료로 수입※하고 있음. EU의 주요 대두 수입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이며, 대두박의 주요 소비 지역은 가금류 및 축산생산국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베네룩스, 이탈리아 등임. 이들 국가에서 대두박 소비의 65%를 차지함.

※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non-GM 대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값은 오르는 상황이라 EU의 수입업자들은 non-GM 대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EU의 주요 대두/대두박 수입국가(단위: 백만 톤)❙
대두

대두박

자료: USDA GAIN report
- (옥수수) EU는 옥수수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총 소비량에서 GM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non-GM 이미지와
경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6/2017에는 수입량의 61%를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옴.
❙EU의 옥수수 수입 국가(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GAI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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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 지난 5년간 EU는 평균 350만 톤의 유채와 35.6만 톤의 유채박을 수입해 왔으며,
GM 품종의 비중은 2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EU는 최대 유채 생산지역 중
하나지만 지역 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유채가 가공※을 위해 수입
되고 있음.

※ 유채박은 축산업계에서 사료로, 유채기름은 바이오디젤 산업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식품과 산업적 이용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EU의 주요 유채/유채박 수입국가(단위: 백만 톤)❙
유채(단위: 백만 톤)

유채박(단위: 천 톤)

자료: USDA GAIN report
<인식>
❍ [시민사회 단체] EU에서 농업생명공학이 도입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은 위험하며 공공 혜택이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과학자] 생명공학에 대한 반대 행동들의 결과로 EU의 과학적 지식(공공연구 및 위해성
평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함.
❍ [농업분야 전문가] EU의 농축산업을 포함, 엄격한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농민] GM 작물이 투자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아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재배용으로 허가된
작물은 단 하나이며, 19개 회원국에서 GM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반대자들의 파괴행동,
일부 회원국에서 non-GM제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등 EU 상황이 농민들의 행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수입 및 사료업자] EU의 정책(승인과정, LLP 등) 때문에 물량부족, 사료가격 상승, 축산
업계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음.

- 48 -

⎗ 아젠다 발굴

❍ [소비자] 20여 년간 EU의 소비자들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GMO를 재배 이용
하는데 있어 위험할 것이며, 식품으로 이용은 매우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그러나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부정적 인식이 덜함.
❍ [식품산업계] 소비자들의 인식에 맞도록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소매업자(대형 마켓)들은
자체적으로 non-GM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U는 식용으로 50여 개의 GM
이벤트를 승인했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업계는 ‘GMO 함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회원국 간의 인식] 회원국마다 GM 작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용(Adapters), 갈등(Conflicted), 반대(Opposed) 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수용 그룹) Bt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지금은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생명공학기술을 지지하고 있는 체코와 승인된 작물을 재배할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 루마니아,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함.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실용주의 정책과
산업계들이 포진되어 있음.
- (갈등 그룹) 주로 과학계, 농민, 사료업계 등은 GM 기술의 채택을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정부, 환경단체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과거에
GM 작물을 재배했지만 현재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반대 그룹) 정책 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기술에 반대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들은 대체로
중남부 유럽지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말타,
슬로베니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유기농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함. 2017년 슬로바키아의
정책이 바뀌면서 ‘반대그룹’에 속하게 됨.
❍ [신기술 논쟁] 신기술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집행위 과학자문위원회, 85개의 식물 및 생활과학 연구소, 식물 연구자 협회
등은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봄.
-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에서는
이미 신기술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작됨.
- 일반 대중들은 신기술에 대한 인지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식품업계에서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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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 미국 농업 전망
※ 미국 농무부 (USDA)가 발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2019.3.18.)”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 미국 농업 전망
❍ 미국 농무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농축산물 가격 및 생산량, 교역, 농가 소득 등을 전망하는
‘농업전망 2028’을 발간함.
❍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대두 교역 부분 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
하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무역 마찰로 대두 생산량 감소 및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나, 옥수수 및 밀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경작면적은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원유가격이 향후 10년 동안 배럴당 93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경우, 에너지 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이자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사료가격과 축산물 수요 증가로 축산부문 성장이 예상됨.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산물 및 바이오 에너지용 원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격
및 교역량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농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달러화 강세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농산물, 축산물, 농가소득, 농산물 교역 전망내용 순으로 매주 발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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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불공정거래관행금지법, 유럽연합 의회 통과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도자료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welcomes
Parliament’s support to ban unfair trading practices(2019.3.12.)”와 유럽연합 의회 보도
자료 “From farms to supermarkets: MEPs approve new EU rules against unfair
trading”(2019.3.12.)”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관행금지법, 유럽연합 의회 통과
❍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 의회는 식품 생산·유통과정 중에 나타나는 불공정거래관행(Unfair
Trading Practices, UPT)에서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100% 보호하는 법안(The anti-UPTs
directive)을 통과시켰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담당 집행위원인 필 호건(Phil Hogan)은 “본 법안을 통해 농업인은
생산·유통과정에서 공정한 대우을 받고 모든 공급업체들은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적용대상] 법안은 매출액이 3억 5천만 유로 이하인 도소매업체·가공업체·협동조합·생산자
단체(단일 생산자 포함)를 보호하고 있음. 다만, 보호 수준은 매출액 크기에 따른 5개 그룹별로
차등을 두었음.
❍ [운영 구조] 법을 집행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각 회원국에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관련 기관 간에 서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예정임.
❍ [불공정거래 관행] 새로운 법안에서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금지되는 관행은 다음과 같음.
- 1)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 2) 통지 후 바로 주문을 취소
- 3) 일방적 또는 소급적으로 계약 조건(시간, 장소, 물량, 품질 기준 등) 변경
- 4) 폐기물에 대한 구매 강요와 서면 계약 거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공정관행] 사전에 당사자들(공급업체-구매자) 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관행은 다음과 같음.
- 1) 구매자가 팔리지 않은 식품을 공급업체에 반환
- 2) 식품의 재고 또는 목록 작성을 공급업체에 청구하거나 할인 비용을 공급업체에 부과
- 3) 공급업체가 구매자의 판촉·광고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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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손실(식품 loss)에 대한 소비자 동향
※ 일본정책금융공고 「食品ロスに関する消費者動向調査結果(平成31年1月調査)」(2019.3.1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손실(식품 loss)※에 대한 소비자 동향

※ 먹을 수 있으나 버려지는 식품. 일본에서는 연간 약 646만 톤의 식품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식량문제 및 환경문제적 관점에서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가 2019년 1월 식품손실에 관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약 50%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 2019년 1월, 전국 20～7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식품손실 감소 노력 현황❙

❍ [식품손실 감소에 대한 노력 여부] ‘하고 있음’ 49.8%, ‘알고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음’
37.4%로 조사됨.
-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을 선택한 30대 이상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고 있음’ 비율이 높아졌음.
❙연령대별 식품손실 감소 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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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 ‘아까워서’ 81.3%, ‘환경에 유익해서’ 44.5%,
‘식비가 절약되어서’ 4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까워서’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이유의 약 2배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식품손실 감소 노력 이유❙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구매하기 전 냉장고 안 식재료 및 유통기한 확인과
식품 구매 시 앞쪽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여 소매점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장려함.
- (식품 구매 전 냉장고 및 냉동실 확인 여부) ‘반드시 확인함’ 19.6%, ‘대체로 확인함’
52.4%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식품 구매 전에 냉장고 및 냉동실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식품 구매 시 앞쪽 진열 상품 구매 여부) ‘앞쪽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20%를 밑돌았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대한 평가] ‘매우 좋음’ 22.5%,
‘좋음’ 44.9%, ‘약간 좋음’ 21.5%로 소비자 약 90%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 이용 여부) ‘상당히 멀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함’ 2.9%, ‘다소 멀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함’ 13.4%, ‘가까우면 적극적으로 이용함’
55.4%로 나타났음.
- 70%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
다고 응답하였음.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원하는 사항) ‘적은 인원수 및 용량이 적은
상품 메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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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대한 평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 이용 여부❙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식료품점에 원하는 사항❙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음식점에 원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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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남북경협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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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주요 동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20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명단
추가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안 등을 논의
- 3.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
- 대북제재위 한 관계자는 RFA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대북 불법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선박이나 기업, 개인을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문제 등 대북제재 강화 문제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승인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 일본 NHK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기 3.20일 비공개로 열린 대북제재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3.21.] 남북경협 국회 업무보고는 2차 북미정상
회담이 결렬된 후 처음이며, 정부 당국은 3.21일 국회에 남북경제협력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 교육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은 남북경협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
- (교육부…북한 대학과의 교류 계획 소개) “개별 대학 단위에서 대학 간 자매결연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공 분야 학술 교류 사업 등을 준비※한다”고 언급,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소개,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UN)에 제재 면제 신청이 필요

※ (예시) △북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대학 간 교류, △평양의과대학과 고려･조선시대 의서
공동번역본발간등전통의학관련교류협력추진등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 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유네스코 본부 측, 유엔제재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해당 지원은 신형 윤전기 1기 및 부품 지원, 윤전기 작동법 및 관리기술 교육,
교과서 용지 200톤 및 인쇄 소모품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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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중심지 강조) 총예산은 13조 2,000억 원, 사업은
225개에 달함.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으로 전체
예산의 39%인 5조 1,000억 원 가량이 소요
- (금융위원회…금융분야 역할 구체화) 향후 계획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근거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재개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언급, 대북제재 완화를
가정해 개성공단 등 기존 교역·경협사업 재개·확대를 위한 금융분야 역할을 구체화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는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키로
❍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3.2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
경협은 대북제재의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현재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문화·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는 교류가 언제든 가능한 만큼 그런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유엔과 미국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
-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서로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가동을 하지 말라, 비핵화에 대한 최종 목표에 합의하자,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저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언급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고 부연 설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3.20.)에서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선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고 우리도 하고
있다”고 언급
❍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논의를 담당하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
단장은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신뢰 구축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제재해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핵화에 있어서 정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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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한다는 뜻을 가진 스냅백과 같이,
가능한 제재해제 방안에 대한 많은 담화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
- “북미가 다시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핵 협상을 바라
보는 회의론이 늘어날 것이라며 협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
- 남북 관계가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회담을 제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 설명
자료: “이 총리 "남북경협, 대북제재의 틀 벗어나서는 안 돼”(SBS, 2019.3.20.),
“이낙연 “남북경협, 대북제재 틀 어긋나선 안돼””(news1, 2019.3.20.), “이낙연
“남북경협,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머니투데이, 2019.3.20.), “대북제재위,
이번주 비공개회의…대북제재 강화 등 논의”(조선일보, 2019.3.20.), “외교부
당국자 美, 지켜보자 기조...남북경협도 어려워”(YTN, 2019.3.21.), “안보리 대북
제재위 의장 “제재 이행은 모두의 책임””(news1, 2019.3.21.), “美, ‘지켜보자’
기조..비핵화진전없인 남북경협 박차어려워”(연합뉴스, 2019.3.21.), “국회 오른 남북
경협…보수 野 다른 길 없냐”(헤럴드경제, 2019.3.21.)

- 57 -

⎗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8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 : 통계청(2019.3.22.)

<인구와 가족>
❍ [2018년 총인구 및 중위연령※] 총인구 51,635천 명, 중위연령 42.6세

※ 총인구(천 명): (2017) 51,446 → (2018) 51,635, 중위연령(세): (2017) 42.0 → (2018) 42.6

❍ [2018년 따로 살고 있는 분거가족 비율] 20.1%, 2년 전(19.4%)보다 0.7%p 증가
❍ [결혼 견해] 2018년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48.1%로 절반 이하로 떨어
지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4%로 50.0%를 초과
<건강>
❍ [2017년 기대수명] 82.7년(남자 79.7년, 여자 85.7년)으로 전년(82.4세) 대비 0.3세 증가

※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년): (2012) 66.1 → (2014) 67.5 → (2016) 68.5

❍ [2017년 흡연 및 음주율] 전년보다 흡연율은 줄어들고, 음주율은 여자는 증가하고 남자는 감소
기대수명(↑)
(년)
82.4
82.7

연도
2016
2017

남자
79.3
79.7

여자
85.4
85.7

흡연율(↓)
(%)
22.6
21.1

남자
39.4
37.0

여자
6.1
5.2

음주율(↑)
(%)
13.2
13.4

남자
21.2
20.6

여자
5.4
6.3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통계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 합계출산율(명): (2017) 1.05 → (2018) 0.98

❍ [2018년 사망자 수※] 29만 9천 명, 사망원인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

※ 사망자수(천 명): (2017) 285.5 → (2018) 298.9

<교육>
❍ [초등학교 학생 수]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 등으로 10년 전 대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8명 감소, 학급당 학생 수는 6.9명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2008) 21.3 → (2018) 14.5, 학급당 학생 수(명): (2008) 29.2 →
(2018) 22.3

❍ [학교생활 참여도]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 전년 대비 1.7%p 증가,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0.1시간 증가※

※ 사교육참여율(%): (2017) 71.2 → (2018) 72.8, 참여시간(시간): (2017) 6.1 → (2018) 6.2

❍ [2018년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58.0%, 2년 전(53.3%)보다 4.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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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2018년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60.7%, 전년 대비 0.1%p 감소하고, 실업률 3.8%, 전년 대비
0.1%p 증가
❍ 2017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 근로시간 181시간으로 전년 대비
1시간 12분 감소※

※ 평균임금(만 원): (2016) 335 → (2017) 345, 평균 근로시간(시간): (2016) 182.0 → (2017) 180.8

❍ [2017년 고졸 대비 대졸임금※] 152.4%, 전년 대비 격차는 5.6%p 감소

※ 고졸대비 대졸임금(고졸임금=100%): (2016) 158.0 → (2017) 152.4

❍ [2017년 근로여건에 만족하는 비율] ‘하는 일’, ‘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모두증가
<고용률과 실업률>
(%)

[ 고용률 ]

20~29세

65

<근로여건 만족비율>
60.6

60~64세

60

58.4

55

53.7

40 (%)
59.4

5

24.3

20

7.7

9.9

9.5

3.4

2.9

3.3

2017

2018
(년)

28.0

27.4

57.9

[ 실업률 ]

2017

30.5

30
57.6

50
10

2015

35.2
30.8

16.4

18.8

10

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하는일

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소득과 소비>
❍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31,349달러, 전년 대비 5.4%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 (2017) 29,745 → (2018) 31,349, 국내총생산(조 원): (2017) 1,730
→ (2018) 1,782

❍ [2018년 자산 및 부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4억 1천 6백만 원)은 전년 대비 2천 9백만 원
증가, 부채(7천 5백만 원)는 4백만 원 증가
❍ 2018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102.9 → 104.5)는 1.5%, 생활물가(103.1 → 104.8)는 1.6% 상승
<GDP, 1인당 GNI>
(조원)
1,800

국내총생산(명목)

1,500

1인당 국민총소득(GNI)

1,200

20,795

<가구의 자산과 부채>
(달러)
31,349 35,000
30,000
25,000

900

20,000

600

15,000

10,168

300
0

부채

자산

38,671

32,324
30,000

20,000

10,000

10,000

7,099

5,450

7,531

0

(년)5,000
1994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1,573

(만원)
4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 59 -

2017

2018 (년)

⎗ 통계·조사

<주거와 교통>
❍ 2018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모두 전년보다 하락※

※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2017) 1.48 → (2018) 1.09,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2017)
0.63 → (2018) -1.77

❍ [2017년 점유형태별 가구 구성비] 자가(57.7%) ＞ 월세(23.3%) ＞ 전세(15.2%) 순
❍ [2017년 주거환경 만족도] 86.2%, 전년(83.9%) 대비 2.3%p 증가
❍ [2018년 승용차, 화물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 2,320만 대, 전년(2,253만 대) 대비 3.0% 증가
<환경>
❍ 2018년 대기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8.6%로 2년 전보다 3.1%p 감소, ‘나쁘다’
라고 생각한 국민은 36.0%로 2년 전보다 8.0%p 증가
❍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수준이 82.5%로 가장 높아
❍ 정부의 환경예산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비율은
2010년 이후 2% 수준을 유지※(2017년: 1.99%)

※ 환경예산(십억 원): (2008) 3,657 → (2017) 6,023, 환경예산비율(전체 대비 %): (2016) 2.0
→ (2017) 2.0
<대기환경 인식>
좋다

(%)
100

보통이다

<환경문제 인식>

나쁘다

100 (%)

해당 환경문제에 대하여 '약간 불안하다',

82.5
16.8

20.8

80
43.2

60

28.0

36.0

54.9

60
43.2

40.4

40
20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한 비율

80

53.5

49.3

45.6

40

35.3

30.4

20

40.1

36.0

31.7

28.6

2012

2014

2016

2018 (년)

0

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 연도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기후변화

농약비료

수돗물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18)」

<안전>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인식(20.5%)이 2016년 대비 7.3%p 증가
❍ [2018년 화재건수] 4만 2천 건, 전년 대비 1,887건(4.3%) 감소※

※ 발생건수(건): (2017) 44,178 → (2018) 42,291, 건당피해액(천 원): (2017) 11,474 → (2018)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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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자동차사고 건수(220,917건), 자동차사고 사망자수(4,185명)는 전년보다 감소※

※ 자동차사고 건수(건): (2016) 220,917 → (2017) 216,335, 사망자수(명): (2016) 4,292 →
(2017) 4,185

❍ [2017년 총 범죄 발생건수] 182만 5천 건, 전년(200만8천 건) 대비 9.1% 감소※

※ 강도(건): (2016) 1,181 → (2017) 990, 살인(건): (2016) 948 → (2017) 858, 절도(천 건):
(2016) 204 → (2017) 184

❍ 2017년 경찰관은 11만 6천 명, 소방관은 4만 8천 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7%, 8.9% 증가
<문화와 여가>
❍ 2018년 인터넷 이용률 91.5%,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18.6%로 나타났으며, 모두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

※ 인터넷 이용률(%): (2010) 77.8 → (2012) 78.4 → (2014) 83.6 → (2016) 88.3 → (2018) 91.5
※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3) 11.8 → (2014) 14.2 → (2015) 16.2 → (2016) 17.8 → (2017)
18.6

❍ 2018년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30대(81.9%)가 가장 많이 사용※

※ 휴가 경험률(%): (2010) 55.1 → (2012) 62.5 → (2014) 62.3 → (2016) 64.2 → (2018) 68.1

<사회통합>
❍ 2018년 삶에 대한 만족도(6.1점), 행복감(6.6점)에 대한 인식은 상승하고 걱정(근심)(3.7점), 우울감
(2.9점)에 대한 인식은 감소
❍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2014년 지방선거보다 30대 전반(7.9%p), 20대 후반(5.9%p), 30대 후반
(5.5%p)에서 증가한 반면, 60대(-1.9%p)에서는 감소
❍ [2018년 정치참여유형] ‘주변인과 대화하기(72.0%)’ ＞ ‘서명운동 참여(11.2%)’ ＞
‘온라인상 의견피력(9.5%)’ ＞ ‘불매운동 참여(5.9%)’ 순
<주관적 웰빙 수준>
(점)
8

삶에 대한 만족도
걱정(근심)
6.2

<연령별 투표참여율(지방선거)>

행복감
우울감
6.5

6
5.7
4

4.5
3.6

6.0
3.9
3.2

2
2014
2015
2016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

80 (%)

6.6

2014

74.4 72.5

2018

60

6.1

40

20

3.7
2.9

0
19세

2018 (년)

20대(전) 20대(후) 30대(전) 30대(후)

40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원선거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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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 : 통계청(2019.3.21.)

개요
❍ [통계청, 2018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발표, 3.21.] 2018년 3/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1.3만 개 증가, 지난 1/4분기 이후 증가폭 둔화 지속,
산업별로는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음식료품･담배 도매, 무점포 소매 등에서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보건업 모두 증가

◈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행정통계」는 산업별 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과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처음 작성·공표하는 분기별 통계
◈ 동 통계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월·분기별로 입수 가능한 행정자료 8종을
활용·연계하여 기업체에서 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작성대상으로 함.

주요 내용
❍ [2018년 3/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1,810.4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3만 개 증가
-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1만 개(67.7%),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7만 개(17.4%)
-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6만 개(14.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3만 개
❙임금근로 일자리 규모 및 증감(단위: 만 개)❙
구분
2017.
2017.
2018.
2018.
2018.

3/4
4/4
1/4
2/4
3/4

전체
1,789.2
1,813.5
1,774.5
1,822.1
1,810.4

지속
1,203.7
1,226.6
1,225.1

대체
302.8
317.6
315.7

신규
268.0
277.8
269.6

소멸
236.4
253.4
248.3

(전년 동기 대비)
31.5
24.5
21.3

❍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건설업(-11.3만 개), 사업·임대(-3.6만 개) 등은
감소하였으나, 도소매(8.6만 개), 보건·사회·복지(8.4만 개), 전문·과학·기술(3.7만 개),
공공행정(3.1만 개), 정보통신(2.4만 개) 등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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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비중] 제조업(23.2%)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도소매(10.8%), 보건·
사회복지(9.9%), 건설업(9.6%), 사업·임대(7.8%) 등의 순
❙산업대분류1)별(21개) 일자리 동향(단위: 만 개,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전체 일자리
A. 농림어업

2017년 3/4분기

2018년 2/4분기

2018년 3/4분기

구성비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1,789.2
7.4

100.0
0.4

1,822.1
7.2

100.0
0.4

24.5
-0.2

1,810.4
7.2

100.0
0.4

21.3
-0.2

1.2
-2.3

1.3

0.1

1.2

0.1

0.0

1.2

0.1

-0.1

-5.0

421.4

23.6

420.9

23.1

-1.6

419.6

23.2

-1.9

-0.4

D. 전기・가스업

7.4

0.4

7.5

0.4

0.2

7.6

0.4

0.2

2.9

E. 수도・하수・폐기물

9.2

0.5

9.4

0.5

0.3

9.5

0.5

0.3

3.2

F. 건설업

185.4

10.4

185.2

10.2

-8.4

174.1

9.6

-11.3

-6.1

G. 도소매

187.1

10.5

194.7

10.7

8.5

195.8

10.8

8.6

4.6

H. 운수・창고
I. 숙박・음식

66.2
80.0

3.7
4.5

67.5
81.8

3.7
4.5

1.9
1.3

67.7
82.3

3.7
4.5

1.5
2.3

2.3
2.9

J. 정보통신

65.0

3.6

66.2

3.6

2.6

67.4

3.7

2.4

3.7

K. 금융・보험

52.7

2.9

52.4

2.9

-0.2

52.8

2.9

0.1

0.2

L. 부동산

38.5

2.2

39.8

2.2

1.4

40.5

2.2

2.0

5.1

M. 전문・과학・기술

76.4

4.3

79.0

4.3

3.3

80.1

4.4

3.7

4.8

N. 사업・임대

144.0

8.0

141.3

7.8

-2.8

140.4

7.8

-3.6

-2.5

O. 공공행정

111.8

6.2

116.5

6.4

4.0

114.8

6.3

3.1

2.7

P. 교육
Q. 보건・사회복지

111.7
171.0

6.2
9.6

118.0
177.7

6.5
9.8

1.3
9.1

113.9
179.4

6.3
9.9

2.2
8.4

1.9
4.9

R. 예술・스포츠・여가

13.1

0.7

14.0

0.8

1.1

14.7

0.8

1.6

12.4

S. 협회・수리・개인

38.0

2.1

40.3

2.2

2.7

39.9

2.2

1.8

4.8

1.4

0.1

1.4

0.1

0.0

1.4

0.1

0.0

-0.2

B. 광업
C. 제조업

2)

기타

주: 1) 산업대분류의 명칭이 길어 약칭을 사용
2) 기타는 ‘T.가구 내 고용활동’과 ‘U.국제·외국기관’을 포함

❍ [근로자 및 기업 특성별] △성별…전년 동기 대비 남자가 0.5만 개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21.8만 개 증가, △연령대별…30대(-2.7만 개)와 40대(-2.6만 개)는 감소하였으나, 50대(12.2
만 개), 60대 이상(11.4만 개), 20대 이하(3.0만 개)에서 증가, △기업종류별…개인기업체
(-2.6만 개)는 감소하였으나, 정부·비법인단체(9.2만 개), 회사법인(8.7만 개), 회사이외의
법인(5.9만 개)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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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 [형태별 일자리의 산업대분류별 분포] △지속일자리…제조업(25.9%), 도소매(10.3%), 보건·
사회복지(9.4%) 등의 순, △대체일자리…제조업(16.9%), 건설업(15.5%), 보건·사회복지
(12.3%) 등의 순, △신규일자리…제조업(17.9%), 건설업(17.4%), 도소매(13.7%) 등의 순,
△소멸일자리…건설업(23.4%), 제조업(20.2%), 사업·임대(11.5%)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아
❙2018년 3/4분기 형태별 일자리의 산업대분류1)별(21개) 분포(단위: 만 개, %)❙
구분
전체 일자리
A. 농림어업

지속 일자리
구성비
1,225.1 100.0

대체 일자리
구성비
315.7 100.0

신규 일자리
구성비
269.6 100.0

소멸 일자리
구성비
248.3 100.0

4.2

0.3

1.5

0.5

1.5

0.6

1.7

0.7

0.9
317.9

0.1
25.9

0.2
53.4

0.0
16.9

0.1
48.3

0.0
17.9

0.2
50.2

0.1
20.2

6.8
7.0

0.6
0.6

0.4
1.3

0.1
0.4

0.4
1.2

0.1
0.5

0.2
1.0

0.1
0.4

78.2
126.8

6.4
10.3

48.9
31.9

15.5
10.1

47.0
37.0

17.4
13.7

58.0
28.4

23.4
11.4

H. 운수・창고

50.7

4.1

9.5

3.0

7.5

2.8

5.9

2.4

I. 숙박・음식
J. 정보통신

37.3
49.0

3.0
4.0

21.4
9.5

6.8
3.0

23.6
8.9

8.8
3.3

21.3
6.4

8.6
2.6

K. 금융・보험
L. 부동산

45.6
25.4

3.7
2.1

4.6
7.6

1.5
2.4

2.6
7.5

1.0
2.8

2.5
5.7

1.0
2.3

M. 전문・과학・기술

55.6

4.5

12.3

3.9

12.2

4.5

8.6

3.4

N. 사업・임대
O. 공공행정

77.3
96.1

6.3
7.8

38.2
13.6

12.1
4.3

24.9
5.2

9.3
1.9

28.5
2.1

11.5
0.8

95.0
115.7

7.8
9.4

12.7
39.0

4.0
12.3

6.2
24.8

2.3
9.2

4.0
16.3

1.6
6.6

8.7
25.6

0.7
2.1

2.6
7.0

0.8
2.2

3.4
7.3

1.3
2.7

1.8
5.4

0.7
2.2

1.3

0.1

0.1

0.0

0.0

0.0

0.0

0.0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업
E. 수도・하수・폐기물
F. 건설업
G. 도소매

P. 교육
Q. 보건・사회복지
R. 예술・스포츠・여가
S. 협회・수리・개인
기타2)

주: 1) 산업대분류의 명칭이 길어 약칭을 사용
2) 기타는 ‘T.가구내 고용활동’과 ‘U.국제·외국기관’을 포함

❍ [산업대분류별 일자리의 형태별 분포] △제조업…지속일자리 비중이 75.8%, 대체일자리와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12.7%, 11.5%를 차지, △서비스업…지속일자리 비중이 68.0%,
대체일자리와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17.6%, 14.4%를 차지, △건설업…지속일자리 비중이
44.9%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대체일자리와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28.1%, 27.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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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2018년 3/4분기 산업대분류1)별(21개) 일자리의 형태별 분포(단위: %)❙

주: 1) 산업대분류의 명칭이 길어 약칭을 사용
2) 기타는 ‘T.가구내 고용활동’과 ‘U.국제·외국기관’을 포함
3) 서비스업은 16개의 산업대분류(E와 G～U)를 포함

- 65 -

⎗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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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