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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 강화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5개 법 제·개정 의결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 고흥·밀양 선정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 점검
국내 식품·외식기업 청년 직무실습 운용
가축질병(AI)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기획] 과거와 현재 ❙ 미세먼지 정책 과거와 현재 흐름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 미국 농업 전망(곡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임금 조사
언론 동향 ❙ 빌 게이츠가 선정한 MIT 10대 혁신기술

▮키워드 트렌드
• 농업·농촌·식품 관련 키워드 비교·분석(2019년 1분기)

▮통계·조사
•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 미세먼지 증가 시 농식품 구매 변화
•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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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5.)

개요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 2019.3.25.]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

※ 사회적 농업: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에는 18개
농장을 지원(6천만 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하고 있음.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비전

◈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목표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농업계 내외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연차별
주요 과제

분야별
주요 과제

기반조성(2019~2020)

도약(2021~2022)

확산(2023~)

• 사회적 농장 확대
(2019: 18개소 → 2020: 30
• 온라인 플랫폼 구축(2019)
• 성과지표 개발(2019)
• 지원센터 설치(2020)
• 법적 기반 마련

• 사회적 농장 확대
(2021: 50개소 → 2022: 70)
•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
• 사회적 농업 교육·홍보
지속 확대
• 돌봄공동체 조성(2022)

• 사회적 농장 확대
(2023: 100개소)
• 등록제 도입(2023~)
• 공공기관 구매 추진
•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1.
2.
3.
4.
5.
6.

인지도 제고: 온라인 채널 홍보, 농업인·지자체 대상 교육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예비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농업 사업비 지원, (가칭)돌봄공동체 조성, 제도적 지원
생산품 판매 지원: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및 구매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체계구축,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농업 연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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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이번 추진 전략은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2018.12월)를 계기로, 2018년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 「사회적농업 육성법」: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정부의 경영･재정･시설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시범사업 수행) 시범사업을 수행한 농장 9개소는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
활동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참여 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 보완이 필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최대 5년)
◈ (지원 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활동 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 (지원 한도) 최대 60백만 원(국비 70%, 지방비 30%)
❙2019년도 사업대상 현황(18개소)❙
소재지
충북 보은
충남 홍성
전북 무주
전북 완주
전북 임실
충북 제천
경북 청송
전남 영광
전남 해남

계속 사업자(2018~)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성원
협동조합 행복농장
㈜무주팜앤씨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사)농촌공동체연구소
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김진영
안병은
박희축
이근석
박 미
이태수
조옥래
이은경
전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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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강원 횡성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전남 나주
전남 곡성
경남 거창
세종 세종
인천 강화
울산 울주

신규 사업자(2019)
법인명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
화탑 영농조합법인
항꾸네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식초마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금곡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숙자
고 영
이종국
김종구
정의득
우태영
임의수
서정훈
선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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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방향
1.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
- (예비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거점농장)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 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
2.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부내 사업 연계 지원

❍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
-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2019년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되며, 유휴시설 활용※※에도 도움 제공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청년인턴 채용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CEO,
전문인력, 농고농대 졸업생 채용지원)
※※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농협 창고 등을 창업공간으로 활용 지원)
-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

※ 2020년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반영 예정
3.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인지도 제고

❍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
-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활용될 온라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

※ 사회적 농업 온라인 기반(플랫폼): 정책, 사례, 생산품 홍보, 사회적 농장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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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생산품을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전파

※ 사회적경제박람회(2018.7월, 대구): 사회적 농장 등 20개소 참가
※ 크라우드 펀딩(2018): 사회적 농장 3개소 홍보, 총 6백만 원, 131건 후원 달성
-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 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

※ 귀농귀촌 종합센터 교육과정에 사회적 농업을 필수적으로 포함, 기획공모 교육･농업인
국외훈련 등 개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
4.

장기적으로 복지·교육·고용 제도와 연계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
- 장애인·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
-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

2019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 [농식품부, 2019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2019.3.21.~3.22.]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21일~3.22일 양일간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지자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

※ (주최/주관)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참석대상) 사회적 농장(18개소), 지자체 담당자
(시･도, 시･군),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 등 100명 내외

- (개최 목적)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회적
농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방향 설명,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설명,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 교육,
△분임토론 및 사회적 농업 실천 우수사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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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 강화
자료 : 기획재정부(2019.3.28.)

개요
❍ [정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 노력 강화, 2019.3.28.]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3.28.)에 즈음하여 정부는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 총인구 감소 시점이 이전 추계(2016년)의 예측 시점보다 3년 단축(2031년 → 20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 전망

- (대응 방향)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하여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3.27.)에 상정하였으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2)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

(트랙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9.2월) 추진 강화
❍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
-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1) 추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고, 2)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3) 현장수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
❍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
❍ [일자리·주거 대책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율 14%) 대비]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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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2)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adaptability) 제고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
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
-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
하는 범부처적인 「인구정책 TF」를 4월 출범시킬 예정
- 아울러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참여할 예정
❍ 「인구정책 TF」는 2019.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적인 결과물을 2019.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
❙인구정책 TF 조직도❙
경제활력대책회의(부총리 주재)
인구정책 TF
기재부 1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

고용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복지부

(KDI)

고용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국토부

여가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산업부

(금융연)

(행정연)

법무부

과기부

(산업연)

(국토연)

(국방연)

(노동연)

(보사연)

(교육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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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자료 : 행정안전부(2019.3.26.)

개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19.3.26.]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

※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10.30.)’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2018.11.14.∼12.24.),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주요 내용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
❍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
❍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

※ (현행)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읍6/면21/동68, 총95개)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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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pool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도록 하며, 향후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
❍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
❍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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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
❍ [기대 효과]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
❍ [향후 일정]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
되어 본격 논의될 예정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2019.3.25.)

개요
❍ [행정안전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2019.3.25.]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 (추진 배경) 최초 제도 도입(2005.1.27.) 후, 2017년까지 1차 계획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가뭄·대설 등 새로운 재해를 포함한 2차 수립 추진 중으로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과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 필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목적) 자연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
◈ (대상·시기) 174개 지자체(시·도 17, 시·군 157) / 10년마다 재수립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10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 2018.10.25.)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의 재해
◈ (수립 내용)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저감 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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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현 실태

❍ 풍수해 위주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가뭄·대설에 대한 위험지구 판단 기준 미흡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의 분량(약 1,500page)이 지나치게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기본방향설정 등 주용 내용에 대한 전달력 부족
❍ 보고서 수정·보완 등 승인 시까지 장기간(약 260일) 소요
 주요 개선 내용

❍ 가뭄·대설 등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중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의 구체적인 예시
제시
❍ 보고서 작성 목차 재해 유형위주로 작성 및 현장조사표 등 설명자료 부록으로 배치하여
본보고서 분량 축소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

※ 승인 시 사전검토･조치 제외, 변경승인 시 사항의 경중(輕重)에 따라 단계별 추진
※※ ① 경미한 변경: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 ② 중대한 변경: 기존 승인 절차 이행

❍ 재해별 위험지구 투자 우선순위, 검토요령 등 서식 마련

※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통일된 서식 적용 필요

 향후 추진 계획

❍ 재해유형별 세부수립 기준(안) 마련: 2019. 3월 중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 고시 개정: 20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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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총리회담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3.27.)

❍ [이낙연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첫 총리회담 개최, 2019.3.27.] 2019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27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교류·협력 확대, △경제, 인적교류,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등 실질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국-중국 총리회담 주요 내용❙
구분

한·중
교류·협력
확대

이낙연 총리

리커창 총리

• 한·중 간 교역·투자 증가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 •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중국기업도
한국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한·중 교류협력의 복원을 희망
한·중 양국 간 교역·투자·무역 확대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언급
• △단체관광 활성화,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선양 롯데월드 사업허가 협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 희망
•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 △관광 등을 통한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기대,
차원의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환영,
타결 가속화 등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법에 따라 차별 없이
강조, △중국 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
• 지구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중국의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설명, 한중 양국이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 간 △미세먼지 환경문제 관련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며,
발생원인 공동연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공기 특히 한·중 양국 간에는 환경 관련 R&D, 친환경
정체 공동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조기경보 및 제품 생산 및 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전망이
비상 저감조치 공동시행 등의 실질협력 사업 제안 밝다면서 기존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

경제,
인적교류,
환경 등 협력
• 보아오 포럼 이사장이자 한국에서‘미세먼지 해결을
강화
위한 범국가적 기구(가칭)’위원장으로 위촉된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 및 한·중 환경장관 등을
통해서도 한중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를 기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그간 각측이 함께 노력하여 이뤄 온 성과
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한국과 생각이 일치
하며,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한국
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
• 한·중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소통과 협력 • 2019년 G20 정상회의와 연계한 시진핑 주석의 • 이 총리의 시진핑 주석 및 리 총리에 대한 방한
방한 및 내년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 총리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총리도 편리한 시기에
지속
양자 방한을 환영, 금번 총리회담을 계기로 한중간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고, 한중간 긴밀한
각 급에서의 교류․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기를 희망
소통 유지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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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5개 법 제·개정 의결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교육부·환경부·해양수산부(2019.3.26.)

개요
❍ [정부,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2019.3.26.] 정부는 지난주 국무
회의(3.19.)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

주요 내용
<학교보건법 개정(교육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
❍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
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환경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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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지속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2020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
❍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

-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축소

※ 20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 2011～20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20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
❍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환경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
❍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
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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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

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양수산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

※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

❍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

-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
❍ [향후 계획]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3.19.)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
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2019년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주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 교실 내 공기질 점검
 학교보건법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요청 시 참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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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대상
▪ 법 적용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어린이놀이시설 미적용)
※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일반시설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실내
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권고)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 의무화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권고)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유지기준 초과 시 공개(권고)

▪ 유지기준 초과 시 공개 의무화

▪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정부·지자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임차 의무
임차 의무
- 전국으로 확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한정
 대기환경
보전법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조작 금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해체 및 요소수 미사용
등 기능·성능저하 행위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 TMS 측정결과 연 1회 공개

▪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
- 서울·인천(옹진 제외)·경기(28개 시·군)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
 대기관리
권역특별법

▪ 생활 주변 경유차 사용금지
- 공포 4년 후부터 어린이 통학차 및 택배차로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 시·도별 소규모 배출원 오염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가능
▪ 환경부 장관 인증 가정용보일러만 판매·사용 가능

 항만대기질
개선특별법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 일반해역보다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저속운항해역 지정
▪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가능
▪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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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자료 : 통일부(2019.3.29.)

❍ [통일부,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2019.3.29.] 3.28일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

※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며,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성한 이후 법정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

- (5개년 추진 방향)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 (기본 방향) ①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 남북관계의 전반적 진전 도모, ②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 경주, ③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기반 구축
- (추진 체계)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하고, 통일부
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점검·관리
- (소요 재원) 2018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남북협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
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1조 1,035억 원 편성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및 소관부처(청) 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구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

-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1. 북핵문제
-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 ｢9·19 군사합의서｣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소관부처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남북 간 군사분야 협력 심화

-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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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부처청

2.1. 남북대화 정례화·상시화

-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
- 남북고위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체계 유지·발전

통일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 확대·발전
2. 남북대화

- 남북회담의 인프라 확충 및 회담문화 개선
2.2.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통일부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3.1. 다방면의 교류 협력 활성화

- 당국 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재청 등
-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3. 남북
교류협력

- 민간·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상시 소통·협력체계 구축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 교역·경협 보험제도 개선
- 기타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지속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 분야별 세부 구상 구체화 지속
- 남북공동특구는 사전준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통일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2. 남북경협 준비

- 여건 조성 시,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
- 민간·지자체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축접촉 및 방북 지원

통일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5.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다각화
-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지속
5. 인도적
협력

통일부, 국방부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북한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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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부처청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 국제기구 공여 추진 및 대북지원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산림·농축산·환경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추진

통일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외교부 등

◈ (산림협력)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상시 시행,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산사태·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협력 분야 확대 지속
◈ 농축산·환경 등 추가적인 개발협력 사업 발굴
◈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6.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 탈북민 생활안정 강화 및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개편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탈북민 지원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다양화
- 통일문화센터 조성 추진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탈북민-지역주민 간 공동활동 확대·활성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국민참여형 소통·공감의 통일문화행사 개최
-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지역사회 중심의 통일 논의·소통 활성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인턴 통일+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추가 설치 검토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 관련 행사 지원 지속
7. 평화통일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 다양한 계층·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
강화
- 통일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통일부

- 공공부문 및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통한 범정부 통일
의지 집결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평화통일공공외교 내실화 및 다양화
- 1.5트랙·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한 다층적 국제 협력기반 구축
- 한·독 간 통일협력 사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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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목표

평화 공존, 공동 번영

◈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3대 목표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 단계적·포괄적 접근
4대 전략

◈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5대 원칙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7대 중점
추진 과제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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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 고흥·밀양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9.)

개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공모결과 전남(고흥)·경남(밀양) 선정, 2019.3.28.]
전남(고흥)과 경남(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예비계획 보안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2020년 본격 착공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로서
핵심시설(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이 조성(2019∼2021년)되며,
연계사업이 패키지 지원

- (주요 내용) △전남…남방형 스마트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모델,
△경남…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

주요 내용
❍ 2018.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2018년 1차 공모에서는 경북(상주)와 전북(김제)이 선정
❍ 2019년 2차 공모(1.8.~3.8.) 결과 5개 시·도가 응모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3단계(서면 → 현장 → 대면) 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
❍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로 조성(~2021년)

※ 2019년 예산(억 원): 기반조성(210), 보육센터(122), 임대형팜(164), 실증단지(192)

❍ 이와 함께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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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앙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혁신밸리 추진전략과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
-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을 보완하여 2019.8월까지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0년 초부터 핵심시설(보육센터, 임대농장, 실증단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 또한, 스마트팜 조기 확산의 원동력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현장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농가단위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축산·노지 등 농업
전 분야로 스마트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

※ 농업인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형 교육
※※ 관수, 관비, 환경관리 시스템 등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전남, 경남 계획(요약)❙

구분

전남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만 일원

경남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조감도
(잠정)

• 기후변화(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육성 및
• 지역육종 품목 등 품목다변화 실증
양액, 시설 등 수입대체화
주요 특징
• ATEC(경남 농업기술원) 활용 및 해외 농업기술
• 육묘장, 지역주민 참여 단지 등 조성으로 지역
교육 적용한 교육커리큘럼 운영
농업인과 청년농 상생
주요
참여기관

•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 농업기술원, 경남무역,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등
농업기술원 등

쌀 생산조정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8.)

❍ [농식품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19.3.28.] 이개호
장관 주재로 주요 시·도※ 부단체장,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
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12개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광주, 울산,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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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회의에서 이개호 장관은 “쌀값은 농촌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벼 재배가 중요하며, 어렵게 회복한 쌀값이 2017년과 같이 하락하는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 (당부 사항) “농가들이 생산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21일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시기상으로도 4월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남은 신청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로 농식품부 규제 개선 방식 개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8.)

개요
❍ [농식품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로 농식품부 규제 개선 방식 개편, 2019.3.28.]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심사 방식도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
하는 방식으로 전환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함.

- (주요 내용)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 등 농업현장 애로 해소, △37개 건의 과제, 340개 규제사무 및
321개 일몰기한 도래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

주요 내용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
-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 (민간위원, 15명)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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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위원, 4명)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
❍ 지난 3.27일 총 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
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기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 실시하였으나,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 시) (기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
(개선)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조치
- (가축시장 개설) (기존) 축산업협동조합만 개설 → (개선)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개설하도록 할 계획
- (기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20.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시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료용 곤충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보완도 병행할 예정
- 나머지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2019년 3~4월 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
❍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
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2019년 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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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 점검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농림축산식품부(2019.3.26.)

개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 점검,
2019.3.2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2018.8.~11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예산(억 원): (2014) 3,526 → (2015) 3,156 → (2016) 3,038 → (2017) 3,020 → (2018) 2,496

-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 2013~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
(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

※ 보조금 지원규모(2018년 기준): 전북 > 충남 > 전남 > 경남 순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천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 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
- (기타)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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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 사항❙
유형

부적격자 보조금
지원
(16건)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출자금(1억 원 이상) 또는 사업실적(1년 이상) 부족,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출자금 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요건 보완
• 일정규모(자본금 80억 원, 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해야 함에도, 중소
기업이 아닌 ㈜OOO※에게 보조금 지원(9.2억 원)
※ (2015년 말 기준) 자본금 1,217억 원, 매출액 3,928억 원, 근로자 622명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자기 토지 없이 약식
토지사용승낙서만 구비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부지 미확보
하여 건물 신축
토지에 건물 신축,
☞ 사업부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적 권리 취득 조치 등
공모절차 미준수
• 정식 공모절차 없이 시(市)주도로 사업관계자 모집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자부담 능력이
(19건)
확인되지 않은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개별농가 보조금
지원, 중복 지원
(15건)

• 법인·조합 및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개별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3년 이내에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됨에도 사업효과성 평가 없이 동일 사업자에게 2차례
이상 보조금 지원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부가가치세 미환수
(44건)

•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4.4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 초래
☞ 부가가치세(4.4억 원) 환수 또는 재투자 절차 추진

계약절차 미준수 등
(9건)

• 5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조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 ㈜OOOO은 보조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道의 승인 없이 동 건물을 임의로 금융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 담보 해제조치, 담보제공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임의 담보제공,
중요재산
미등기·미공시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기계
(18건)
등 중요재산 미공시 등
☞ 보조사업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중요재산 홈페이지 공시

향후 계획
❍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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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을 선정
-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2017.7월 개통)
-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구분

현행

개선

시한

• 농가 기본설비 취득 등 일반
사업※에 보조금 집행
※ 복합산업화 지원취지에 부적합

•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 구성
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
(지침 반영)

• 2019.10.

• 복합산업화 및 소득·고용 증대
관련 심사배점 상향(지침 반영)

• 2019.10

• 현장 코칭 활성화로 애로사항
신속 해결(농식품부, 지자체)

• 2019.10.

② 보조사업자
경영능력 향상

• 보조사업자의 경영 및 위기관리
능력※ 부족(→ 매출 정체)
※ 제품 브랜드화, 자금조달, 판로
개척

• 경영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
및 판로 지원 확대

• 2019.10.

③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매출액, 고용자 수, 방문자 수
등 경영실적 정보수집 인프라
및 성과평가 체계 미흡

• 경영실적 수집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
(농식품부, 지자체)

• 2019.10.

① 보조사업자
선정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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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개선❙
구분

①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현행

개선

시한

• 지원자격 미충족자 지원, 중복
지원 사례 발생

• 현장점검(연1회)

• 계속

• 정산보고서 미제출, 중요재산
미공시 등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작성 의무화
(지침 반영)

• 2019.10.

• e-나라도움, 관련 법령, 감사
지적사례 등 교육(연1회)

• 2019.10.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절차
구체화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반납
누락 사례 발생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매뉴얼
보완 및 교육(농식품부, 지자체)

• 2019.6.

③ 사업부지
확보요건
명확화

• 타인 명의의 토지에 단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자에게
건물신축 지원 사례 발생

• 본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지상권·전세권을 확보한 경우
건물신축 지원(훈령·지침 반영)

• 2019.6.

파프리카 수출 확대 위한 수출점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7.)

❍ [농식품부, 파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점검회의 개최, 2019.3.28.] 대표적인 신선 농산물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수출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여, 파프리카 수출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참석기관 및 업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NH무역, 경북통상, 오션그린,
농산무역, KOPA

- (주요 내용) 참가업체들은 수출상대국 잔류 농약 허용 기준개정, 수출 가능국 확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비롯해 활발한 논의 진행
- (당부 사항) 정부는 “고부가가치 작물인 파프리카는 대표적인 수출용 신선농산물로서 주력
국가인 일본 내 점유율을 확대, 대만·홍콩 등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며, “검역협상 타결을 앞둔 중국 파프리카 시장 진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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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6.)

❍ [농식품부, 2019년 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2019.3.26.~27.] 트럼프정부 출범 2년과
우리의 과제, 신남방·신북방 정책일환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농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

※ 주재관과 국내 농업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국가별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국내 정책 담당자와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
※※ (참석) 11개국 13명의 주재관･파견관, 관심 공무원

- (주요 내용) 주요 국가별 농업정책 변화, 축산검역현황,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통한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방안 등 논의
- (당부 사항)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위생규정 등의 해외정보 등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우리의 농업·농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로컬 푸드 및 직불제도
등 다양한 해외의 정책·제도를 소개하는 등 농식품부 해외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기대 효과) 해외주재관과 농식품부 정책담당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농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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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정화 식물 소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5.)

❍ [농식품부, 실내 공기정화 식물 소개, 2019.3.25.]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봄철, 실내
공기정화에 효과가 좋은 주요 식물들을 소개
- (주요 식물) ‘벵갈고무나무’, ‘스킨답서스’, ‘황야자’, ‘스파티필럼’, ‘아이비’,
‘테이블야자’ 등이며, 판매량도 증가추세※로 2019.1~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벵갈고무나무 267%, 스킨답서스 240, 황야자 100, 스파티필럼 8 증가
<주요 공기 정화 식물>

◈ (‘벵갈고무나무’)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이고,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 중 하나이며 모두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
◈ (‘황야자(아레카야자)’) 아토피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스파티
필름’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
◈ (‘테이블야자’) 공기 중 수분 방출 능력이 탁월하고 독소가 없어 애완동물과 함께 키우기에 좋은 식물
◈ (‘아이비’)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와 함께 상대습도 증가량이 많은 식물로 아이들의 공부방에
놓아두기에 좋은 식물

- (주요 효과) 잎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며 수분 등 방출을
통한 실내 공기정화에도 효과가 뛰어남.
❙주요 식물별 공기정화 효과(농촌진흥청 연구사례)❙
식물명
벵갈고무나무
스킨답서스
황야자

주요 효과
•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
•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가장 우수한 식물 중 하나
•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 가장 우수

스파티필럼
아이비

• 벤젠, 포르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오염물질 제거 능력 탁월, 음이온 발생량이 많음.
•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 상대습도 증가량이 많음.

테이블야자

• 수분방출 능력이 탁월, 독소가 없어 애완동물과 함께 키우기 좋음.

- (계절별 이달의 꽃 선정) ‘스파티필럼’과 ‘테이블야자’를 「계절별 이달의 꽃※」으로 선정

※ 계절절 의미(꽃말, 시의성 등), 소비자 인지도, 시기별 출하물량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별로
꽃과 식물 각 2품목씩 선정
※ 봄(3～5월)의 꽃(식물): 프리지아, 카네이션, 스파티필럼, 테이블야자

❍ [향후 계획] 꽃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올해 초 선정한
계절별 선정된 꽃과 식물에 대해 정보 제공,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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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국내 식품·외식기업 청년 직무실습 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7.)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 식품·외식기업 청년 직무실습(인턴십) 운영, 2019.3.27.]
식품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식품기업과의 1:1 매칭 청년
직무실습(인턴십) 운영
- (주요 목적)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하는 목적은 식품·외식분야에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
- (주요 내용) △기간…2019.3월부터(3개월 내외), △조건※…우수 인재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연계
추진, 식품위생 및 안전 교육 이수, △인원…총 100명(국내 식품기업), △분야…식품(제조·
유통·행정), 외식(조리, 영양 등)

※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활동 우수자(년도 말 선발 및 시상)에 대해 기업의 인턴 채용
시 서류면제 등 혜택 제공
※※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농식품 산업의 청년취업･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청년 동아리(커뮤니티)이자 농식품 특화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년 1,000여 명 활동)
- (2018년 주요 성과) 2018년 운영결과 4개 기업(해태제과, 아워홈, 인터콘티넨탈호텔, 남양
유업) 직무실습(인턴십) 수료자 67명 중 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전환율 약 80%)

주요 내용
❍ 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국내 식품·외식기업으로부터 인턴 수요를 받았으며, 2018년 4개
기업에서 2019년에는 8개 기업 총 1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
❍ 기업의 인턴 수요는 2018년 말부터 공문발송, 식품기업 방문설명, 식품산업협회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수요를 받아 식품제조(생산·품질관리), 외식분야(식품영양·조리) 등 100여 명으로 확정
하였고, 지난 3월부터 해태제과와 풍림푸드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채용 시기에 맞춰 공고를 진행할 계획

※ (4월중) 남양유업･파리크라상(SPC), (5월중) ㈜선진･인터콘티넨탈호텔, (6월중) 아워홈･(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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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식품·외식 분야에 관심이 있은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정규직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인턴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인턴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우수한 근로환경 속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식품기업에 필수적인
식품위생 및 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

※ 약 180만 원 중 50% 수준인 90만 원을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부담

❍ 식품·외식기업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뜻을 함께 할 것을 밝히면서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농식품 미래기획단, 얍(YAFF)’ 우수 활동 회원에게는 직무실습(인턴십) 참여
기업에 입사지원 시 서류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향후 계획] ‘식품·외식기업 청년 직무실습(인턴십)’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업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외식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기대 효과]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식품·외식기업으로 유입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축산 동향

가축질병(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3.25.)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농식품부, 경기 용인(청미천), 파주(공릉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확진, 2019.3.25.]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과 파주(공릉천)에서 채취(3.19.)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3.25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 해당지역에 대해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경기 용인 청미천: H5N2형, 경기 파주 공릉천: H7N7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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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미세먼지 정책 과거와 현재 흐름 등
[기획] 과거와 현재 미세먼지 정책 과거와 현재 흐름
※ 주간농업·농촌·식품 동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정책 흐름과 시사점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
◈ 한편,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3월 13일부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함.
※ 가축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주어 생산성 및 품질도 저하시키며, 특히 농촌은
고령자가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건강에 위협적임.
◈ 향후 농작물·가축 등 분야별 피해분석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응한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농민건강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7년에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2017.9.26.)>
❍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총 7.2조 원 투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 ‘나쁨(50㎍/㎥)’ 초과 일수(전국 합계): 2016년 258일 → 2022년 78일(180일(70%) 감소)

- (기본방향)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 병행
- (단기) 응급 감축조치, 선제적인 국민건강 보호대책 추진
- (장기) 배출원별 집중 감축, 주변국 협조를 통한 국외영향 문제 해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 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발전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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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수송

•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286만 대) 임기 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운행제한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022년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생활

•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협력 사업

•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
기술 실증사업 강화

한·중
정상회담

•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중장기적
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환경기준

•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50㎍/㎥ → 35),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활동 공간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전면 교체, 학교 실내체육시설(2019년까지 979개소)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보호서비스

•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단계별 이행계획❙
구분

[단계 1] 준비
(2017∼2018.上)

§ 봄철 노후 火電 셧다운(2017.6.∼)
§ 사업장 점검 강화(계속)
§ 다량배출 사업장(석탄발전, 철강,
석유 등) 기준 강화(2018.上)
§
수도권
먼지총량제 시행(2018.上)
국내 배출량
30% 저감 § 운행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2018.上)
§ 신규경유차 실도로 조건 질소산화물
(NOx) 배출기준 신설(2017.9.)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점검
(계속)

[단계 2] 이행
(2018.下∼2020)

[단계 3] 목표달성
(2021~2022)

§ SRF 관리기준 강화(2018)
§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 수도권外 총량제 시행
§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
신설(2018.下)
§ 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방안 확정
(2019)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2020.下)
§ 선박 연료 황 함량기준 강화(2020)

§ 노후 석탄발전소 7기 폐지
(∼2022)
§ 친환경차 200만 대 보급
(∼2022)
§ 노후 건설기계 3.1만 대
저공해화(∼2022)
§ 항만 내 이동식 하역장비
LNG 전환(∼2022)
§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
(∼2022)

국제협력
강화

§ 한·중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계속)

민감계층
보호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2018)
§ 민감계층시설 실내 미세먼지 유지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기준 신설(2020)
(LPG차 등) 전환(∼2022)
§ 학교 주변 측정망 확충(2022년
까지 총 505개소)
§ 비상저감조치 수도권外 확대(2019)
§ 실내 체육시설 설치(∼2019)
§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2019)
§ 어린이 마스크 지원(2017∼)
§ 민감질환 감시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2018년 시범사업)

§ 한·중 정상회담 및 공동선언문 발표 §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약
추진(2018∼2019)
체결 적극 검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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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설치(2019)
§ 환경위성 활용 미세먼지
(2017∼2019)
측정(2021)
정책기반
§ 환경위성 발사(2020)
및
§ 한국형 대기질 예측시스템 개발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 특별법」등 § 인공지능(AI)기반 미세먼지
인프라 구축
(2017∼2022)
예보시스템 구축(2021)
법령 제정 추진(2018)
§ 배출량 조사·연구 강화(계속)

➥2018년에는...
<정부,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 추진(2018.5.10.)>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
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
- (범부처 미세먼지 R&D)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

※ (참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
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 (‘국민 생각함’홈페이지 접수)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
최종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R&D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2018.10.10.~11.)>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에서는 2018.10.10.일~10.11일 양일간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

※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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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2018.11.18.)>
❍ 2018년 1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

※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
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획재정부1･법무부･문화
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1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

➥2019년에는...
<정부,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연속 발령(2019.1.14.)>
❍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
- (주요 내용) 2019년 1.14일 발령으로 2019년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오늘(1.14.)과 동일한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 한편,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019.1.29.)>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019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휴원·휴업
또는 보육·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외에도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보호대책 강화
<농촌진흥청, 미세먼지 저감 연구 성과 제고 워크숍 개최(2019.2.14.)>
❍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자 2019년 2월 14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10개
연구과제 내용과 성과 발표에 이어 미세먼지 연구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

※ (참석)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등 관계자 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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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발생 실태 조사(5과제)…농업·농촌 미세먼지 발생원, 발생량, 발생기작 구명
외, △영향 평가(3과제)…미세먼지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성, 농작업자·농산물 안전성 평가 외,
△저감 기술 개발(2과제)…농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의 저감 기술 개발 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2019.2.15.)>
❍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

※ 전국 초미세먼지농도: (2017) 25 → (2018) 23㎍/㎥ (8%↓) / 전국 좋음일수: (2017) 95 →
(2018) 127일 (34%↑)
※※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시행 전

• 환경부 중심 실무대응, 국무
조정실 이행점검
- 환경부 민간 대책위원회 운영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총리 소속)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등 40인 이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위원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
- 단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환경부 소속)
-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배출량 신뢰도 향상

• 정부합동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법정계획)
- 정부대책수립 의무화(5년, 필요 시 변경)
⇨ • 시·도 시행계획(매년 실적 평가·심의)
• 국가·지자체 책무(필요한 시책 수립)
- 사업자·국민의 책무 부여(시책에 협조)

조직강화
(컨트롤타워)

정부대책

고농도시
대응조치

시행 후(2019.2.15.~)

• 지침·매뉴얼에 의한 수도권
• 법령에 근거한 전국 시·도 단위 비상저감조치 이행
위주의 비상저감조치
강제(과태료 등)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 운행제한(등급제, 부제 등) 시·도 조례 시행
⇨
저감조치, 민간 자율참여
-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탄력적 근무제
• 고농도 시 발전부문 상한제약
• 발전부문 상한제약 대상확대 및 발령조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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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 민감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강제규정

•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상 노출 민감계층
- 옥외근로자 등 직업상 노출 가능성 높은 계층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 오염 심각 지역의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구역에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 확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 시행
- 성능인증제 시행으로 측정기 신뢰도 제고
• 과태료 부과
- 배출시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간이측정기
⇨
성능인증, 자료제출 위반(200만 원 이하)
- 운행제한 미이행(10만 원, 하루 1회)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3차 회의 개최(2019.2.20.)>
❍ 지난 2019년 2월 15일에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후속으로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3차 회의를 2019년 2월 20일 개최하였으며,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T/F)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지혜를 모으는 정책대화 형식으로 추진
- (개최 목적)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1, 2차 회의 결과※를 종합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3차 회의 필요,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저감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방안 논의

※ 1차회의(2018.12.4.) 주요 결과: 결의문 채택 등 다자간 협력 필요, 과학적인 이동량 산정,
한국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틈새시장 공략
※ 2차회의(2019.1.29.) 주요 결과: 자국 이익에 도움 되는 저감선언 접근, 민간차원 협력
플랫폼 구축,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특성화 대학 지정 등 국내 연구 활성화 필요
- (주요 논의) △중국 성시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 전략, △국외
영향 관련 과학적인 평가 방향 및 연구 활성화 방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2019.2.2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19년 2월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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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21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 (참석) 환경부･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발령 시 내일 06시~21시 시행)>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주요 내용)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
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2019.2.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2019년 2월 19일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개정안 발의 배경) 김종회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잦은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
질병에 대한 우려,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대한 우려,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
- (개정안 주요 내용) 사람과 건물이 밀집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미세먼지로
입은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가
농업인 및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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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2019.3.4.)>
❍ 2019년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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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2019.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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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장 주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2019.3.5.)>
❍ 2019년 3월 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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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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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26.)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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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2019.3.6.)>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지시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9.3.6.]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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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 추진(2019.3.12.)>
❍ [청와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 관련 서면 브리핑, 2019.3.12.]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2일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외교부,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 계획 발표(2019.3.13.)>
❍ [외교부,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19.3.13.]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제
질서 대전환 등 각종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대 역점 외교
과제※ 및 2대 신규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미세
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 계획을 발표

※ 4대 역점 과제: ▴실용적인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 2대 신규과제: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Team Korea」모델 정착

-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 △한·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
진행※, △대중국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미세먼지
관련 국민의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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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2019.1월, 서울) 합의사항 구체화: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양국 지자체 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중국 내 대기질
공동연구 대상 지역･범위 확대 등 대기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 협력 지원
※ 2018.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본격 가동으로 조기성과 도출 추진
<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 구성·운영, 2019.3.14.)>
❍ 농식품부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2.15.)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대응을 위해 3.13일부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운영

※ 특별팀(TF): 농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여, 총괄, 연구개발 및 산림 3개 팀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조직·기간…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16명 내외로 구성되어
2019.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로 운영, △운영방식※…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특위 대응 등 비상 시 미세먼지 업무 수행, △주요업무…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대비하여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 농업·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도 체계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총괄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연구개발팀) 농축산분야 미세
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 (산림팀)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
- (향후 계획) 2019년 하반기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주요 역할로 지정한 「농업 잔재물 파쇄·
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
<정부,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2019.3.19.)>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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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계획)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3.25.~29.)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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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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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구분
 액화석유
가스법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존

변경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소형(1600cc 미만),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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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미세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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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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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 단계) 미세먼지 경보,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 ▪ (대응 단계) 재난사태 선포 가능, 대규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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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세먼지 관련 5개 법 제·개정 의결(2019.3.26.)>
❍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3.19.)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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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주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 교실 내 공기질 점검
 학교보건법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 매년 1회 이상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요청 시 참관 허용

▪ 법 적용대상
▪ 법 적용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어린이놀이시설 미적용)
※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일반시설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실내
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권고)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 의무화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권고)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유지기준 초과 시 공개(권고)

▪ 유지기준 초과 시 공개 의무화

▪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구매 및 정부·지자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신차·임차 의무
임차 의무
- 전국으로 확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한정
 대기환경
보전법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조작 금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해체 및 요소수 미사용
등 기능·성능 저하 행위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 TMS 측정결과 연 1회 공개

▪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
- 서울·인천(옹진 제외)·경기(28개 시·군)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
 대기관리
권역특별법

▪ 생활 주변 경유차 사용금지
- 공포 4년 후부터 어린이 통학차 및 택배차로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 시·도별 소규모 배출원 오염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가능
▪ 환경부 장관 인증 가정용보일러만 판매·사용 가능

 항만대기질
개선특별법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 일반해역보다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저속운항해역 지정
▪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가능
▪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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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 미국 농업 전망(곡물)
※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2019.3.18.)”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 미국 농업 전망(곡물)
❍ 최근 대두를 제외한 식량 및 사료용 곡물 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음. 대두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현재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상승세로의 전환이 예상됨.
- 중국이 주요 대두 수입국으로 브라질을 선택하면서 국제 대두 가격은 중국-브라질 거래
가격과 세계 가격으로 이분화되어 형성됨. 중국-브라질 대두 거래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대두 가격 약세로 농가에서는 옥수수와 밀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이외의 대두 수출 대체국을 찾을 경우 대두 재배면적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곡물(옥수수, 대두, 밀, 목화, 수수, 쌀, 보리, 귀리) 재배면적은 2012~2014년에 2억
5,700만 에이커로 증가하였으나 최근(2015년~2018년) 평균 2억 5,300만 에이커 수준임.
2028년까지 향후 재배면적은 2억 5,100~5,300만 에이커로 예상되며,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
생산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무역마찰에 따른 대두 재배 기피와 그에 따른 옥수수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옥수수 향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재고량
증가 및 옥수수 가격 약세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 후반기
(2024~2028)에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식량 및 산업용(에탄올 제외) 옥수수 수요는 전망
전반기(2019~2023)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의
감미료 취향 변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소득증가 및 그에 따른 육류 수요 증가로 2018/19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미국 달러화 약세로 수출량은 당초 예상보다 추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전망 후반기(2024~2028)에는 주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간 경쟁 심화와
에탄올용 수요 증가로 미국산 옥수수 국제시장 교역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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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작물 재배 면적 변화 추이

<그림 2> 옥수수 수요 전망

주: 1) 주요 작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목화, 수수, 쌀, 보리, 귀리가 포함됨.
2) 옥수수 1부셸은 25.4kg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향후 10년 동안 밀 재배 면적은 평균 4,900만 에이커로 추정되며, 대두 재배 감소로 밀
재배 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내 식품용 밀 수요는 인구증가율
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밀 생산량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밀 소비로 밀 수입은 향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봄밀 및 드럼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18년 크게 증가하였던 캐나다산 밀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밀 수요 전망

<그림 2> 옥수수, 대두, 밀 가격 전망

주: 1부셸은 옥수수의 경우 25.4kg, 대두 및 밀은 36.7kg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중국과 통상마찰로 대두 재고는 2018/19년까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대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이외 대체 수요를 찾을 경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무역 분쟁이 전망 기간 내내 지속될 경우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판단됨.
❍ 개발도상국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 수요가 증가하여 사료용 대두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소비하던 대두 수요 일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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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증가 및 생산량 증가로 옥수수 명목 가격은 향후 5년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질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내 밀 수요는 일정한 반면, 밀 생산량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밀 가격은 전망
기간 전반기(2019~2023)에는 소폭 상승하나, 전망 후반기(2024~2028)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농산물, 축산물, 농가소득, 농산물 교역 전망내용 순으로 매주 발간할 예정임.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Sustainability at the water source
(2019.3.12.)”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 유럽연합은 전체 물 사용량의 44%를 농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가뭄 등으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이용를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물은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 요소이며, 특히 과일과 채소 작물은 재배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함.
❍ [정책 수단] 현재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에 대한 정책 수단에는 상호준수의무,
녹색화 조치,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있음.
- (상호준수의무) 농업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수자원 관련 우수농업환경 기준(물길에 따른
완충대※ 설치, 관개 허가, 지하수 오염 방지)을 충족시켜야 함.

※ 완충대(buffer strip): 오염 지역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여 오염을 막고 양쪽의 특성을 완충해
주는곳을의미함. 주로다년생식물을재배하고있음.
- (녹색화 조치) 녹색화 조치(greening)는 농업인을 위한 소득지원의 하나로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농업인들에 추가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와 생태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에서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
하고 있음.

※ 15ha를초과하는경작지를 보유한농민들은 최소한자신이 보유한토지의5%를‘생태초점구역’
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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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프로그램) 폴란드 우치(Łódź)시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의 하나로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 보존을 위한 실제적 지식과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농촌개발프로그램: 공동농업정책의제2축에해당함. 농촌개발기금(EAFRD)을 사용하며, 회원국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함께관리하고있음.
❍ [연구·혁신] 유럽연합은 Horizon 2020과 같은 과학기술 연구 투자 전략을 통해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정밀농업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스페인 라만차(La Mancha) 지역에서 관개에 따른 수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
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에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수립되었고,
재배 중인 작물이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

※ 농업인이합법적인한도내에서관개용수를사용하고있는지점검하는것도가능해짐.
❍ [농가 지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 이를
통해 투자 증진, 모범 사례 확산, 수자원 농업 정보 허브 구축 및 정보 공개를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2021-2027 공동농업정책(CAP for 2021-2027)에서는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비료
사용과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분관리를 위한 농가 지속가능성 도구
(Farm Sustainability Tool for Nutrients, FaST)’를 개발 및 실행할 예정임.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임금 조사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 「農作業料金・農業労賃に関する調査結果(平成29 年)」(2019.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임금 조사※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1960년부터 매년 전국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 농업위원회 구역을
대상으로농촌임시고용임금, 농작업임금등을조사하고있음.
<벼농사 부분 수탁비용>
❍ [개인농가] ‘정지작업’은 전년보다 0.5% 하락한 1만 5,930엔, ‘기계 이앙’은 0.4%
하락한 8,077엔, ‘기계 수확’은 0.3% 하락힌 1만 8,376엔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생산조직(생산조직, 생산법인, 농협 등)] ‘정지작업’은 0.6% 하락한 1만 7,438엔이었으나
‘기계 이앙’ 및 ‘기계 수확’은 각각 0.2%, 0.3% 상승한 8,708엔과 1만 9,576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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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전면 수탁비용>
❍ [개인농가] ‘농자재(볍씨, 제초제, 비료, 농약) 비용 포함’ 수탁비용은 9만 121엔으로 전년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농자재 비용 별도’ 수탁비용은 6만 7,234엔으로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음.
❍ [생산조직] ‘농자재 비용 포함’은 9만 2,936엔으로 전년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농자재
비용 별도’는 7만 536엔으로 1.2% 증가하였음.
❙수탁 주체별 농작업 수탁비용(단위: 단위면적당 엔, %)❙
개인농가
금액
증가율
15,930
△0.5

구분
정지작업
농작업 부분 수탁비용

농작업 전체 수탁비용

생산조직
금액
증가율
17,438
△0.6

기계 이앙(모종 비용 별도)

8,077

△0.4

8,708

0.2

기계 수확
농자재 비용 포함

18,376
90,121

△0.3
0.7

19,576
92,936

0.3
△0.3

농자재 비용 별도

67,234

△0.7

70,536

1.2

주: 농자재 비용은 볍씨, 제초제, 비료, 농약 비용임.
<농업 임시 고용 임금>

❍ 벼농사, 밭농사, 축산 등 전반적인 농작업 임시고용 임금을 나타내는 ‘일반 농작업’ 중에서
숙련도 및 강도가 높은 ‘전문작업’의 1일 총 지급액은 남성의 경우 9,148엔으로 전년 대비
0.3% 상승, 여성은 8,141엔으로 1.7% 상승하였음.
- 또한, 숙련도나 강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경작업’의 경우 남성은 7,247엔으로 작년
대비 0.8% 상승, 여성은 6,907엔으로 2.2% 상승하였음.
❙일반 농작업 임시고용 임금(단위: 엔, %)❙
구분

남성

여성

전문작업

금액
9,148

증가율
0.3

금액
8141

증가율
1.7

일반·경작업

7,247

0.8

6907

2.2

주: 1일 총 지급액임.

<표준임금 설정>
❍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고용 임금 등 기준(협정)이 정해져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시정촌 중 63.5%가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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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공업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시정촌 및
농업위원회’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협’ 36%, ‘생산조직 등’이 14%로
조사됨.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 고용임금 표준(협정)❙
표준이 정해져 있는 시정촌
구분

응답한 정해져 있는
시정촌 수 시정촌 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기관(복수응답)

비율
(%)

시정촌 및
농업위원회

농협

생산조직
등

개량보급
센터

기타

2012년

2,166

1,386

64.0

856

517

205

23

149

2013년
2014년

1,633
1,605

1,024
1,010

62.7
62.9

638
624

368
361

147
138

19
23

116
122

2015년

1,606

1,018

63.4

626

367

145

23

128

2016년

1,560

993

63.7

609

356

135

21

121

2017년

1,555

988

63.5

610

356

140

21

118

주: 조사대상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2003년 12월 31일 시점의 전체 시정촌 구역(3,176 지구)이며, 2013년
부터는 해당 조사연도의 12월 31일 시점의 전국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구역임.
언론 동향

빌 게이츠가 선정한 MIT 10대 혁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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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가 선정한 MIT 10대 혁신기술
❍ 빌 게이츠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혁신기술에 IT 영역은 3개 부문을 올리고 대부분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웰빙 기술이 다수를 차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3.11일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발행하는 테크놀로지
리뷰가 처음으로 외부인사인 빌 게이츠에게 의뢰해 ‘MIT 10대 혁신기술’ 선정 발표
했다고 전해

※ 2001년부터 매년 올해의 기술을 자체 선정해오다 이번에 최초로 외부 인사에게 기술
선정을 의뢰한 것

❍ 빌 게이츠가 꼽은 10대 혁신기술은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 △차세대 원자력, △조산
예측, △소형 캡슐형 장기 검사기, △맞춤형 암 예방 백신, △인공고기로 만든 햄버거
△이산화탄소 포집기,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 △하수도 없는 위생시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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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10대 혁신기술 추이(2016년~2019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면역공학

마비환자의 운동능력
복구기술

3D 금속 프린팅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

농작물 유전자 편집

자율주행트럭

인공배아

차세대 원자력

대화형 인터페이스

안면인식결제

센싱시티

조산 예측

재사용 로켓

실용적 양자컴퓨터

모두를 위한 AI

소형 캡슐형 장기 검사기

자율지능 로봇

360도 셀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

맞춤형 암 예방 백신

DNA 앱스토어

고온 태양전지

동시통역 이어폰

인공고기로 만든 햄버거

솔라시티 ‘기가팩토리’

유전자 치료 2.0

탄소배출 제로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기

업무용 매신저 ‘슬랙’

세포지도

완벽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

테슬라 자율주행기술

사물봇넷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별 미래 예측

하수도 없는 위생시설

공기 전력 공급

강화학습

양자컴퓨트를 이용한 세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분자 구조 분석
AI 비서

❍ 빌 게이츠는 “혁신기술은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
이라고 정의하며 쟁기를 예로 설명, 쟁기의 목적이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하고 잉여 식량을
만드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창출해 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에 역점
- 빌 게이츠는 “인류의 기대수명이 1913년 24세에서 현재 71세로 늘어났다”며 이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
- 이에 웰빙에 방점을 두고 특히 쟁기가 인류에게 식량의 ‘양’을 늘려주었듯 실험실
에서 배양한 인공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빌 게이츠가 실험실에서 재배한 인공고기 선정 이유로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키우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세계에는 충분한 가축이 있다”
며 “이 기술은 고기를 더 잘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가축을 키우기 위해 산림을 벌채
하거나 가축이 방출하는 메탄을 늘리지 않으면서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게 하겠다는 것”
이라고 언급(동아사이언스, “인공고기, AI비서.. 빌 게이츠 선정 올해 10대 기술”,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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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영역에서 사회의 궁극적 목표로 ‘자아실현’을 꼽으며 이를 구현할 기술로 말하기·
쓰기 등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AI 비서를 선정,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비서
덕분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언급

※ 예) 이메일 읽는 시간에 친구와 커피를 마시거나 자녀의 과제를 도와주거나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

❍ IT영역의 또 다른 혁신기술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과 헬스
케어를 겸비한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까지 총 3개 기술이 해당
❍ 10대 혁신기술 중 현재 사용 중인 것은 작고 삼킬 수 있는 캡슐형 내시경과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가 있는 반면, 향후 10년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것에는
핵융합·핵분열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자력 등이 혁신기술
❍ 한편,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1세기의 실패한 기술 10가지도 선정했는데 △암호 화폐,
△구글글래스, △원랩톱퍼차일드(OLPC), △세그웨이, △전자담배, △유전자조작 아기,
△전자투표, △개인정보 유통, △플라스틱 용기, △셀카봉 등
자료: “인공 고기, AI비서...빌 게이츠 선정 올해 10대 기술”(동아사이언스, 2019.2.28.),
“빌 게이츠가 꼽은 혁신기술의 키워드는 ‘웰빙’(파이낸셜뉴스, 2019.3.11.), ”배양
쇠고기, 캡슐내시경, 암백신…미래기술은 ‘웰빙’ 초점(한겨레,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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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트렌드

농업·농촌·식품 관련 키워드 비교·분석
(2019년 1분기)

※ 2019년 1분기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빅카인즈, 소셜 매트릭스」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식품 관련 키워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월별 키워드 분석
❍ [분석기간] 2019년 1분기
❍ [분석대상]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빅카인즈, 소셜 매트릭스」 검색 결과
❍ [분석키워드] (키워드) 농업, (포함어) 농촌·식품
❍ 분석방식
- (주간동향, 빅카인즈) 빈도수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워드클라우딩으로 시각화
- (소셜매트릭스) 연관어맵, 긍부정 감성추이 및 감성 순위 등 시각화
❍ [1위 ~ 5위 핵심키워드] ‘인공지능’, ‘구제역’, ‘축산’, ‘일자리’, ‘미세먼지’
- (주간동향) 1월 ‘인공지능’, 2월‘구제역’, 3월 ‘귀농’ 키워드가 1위를 차지함.

※ 5순위까지의 키워드로는 ‘최저임금, 구제역, 일자리, 미세먼지, 귀촌’ 등이 상위 랭킹

- (빅카인즈) 1월·2월‘축산’, 3월 ‘귀농’키워드가 1위를 차지함.

※ 5순위까지의 키워드로는 ‘일자리, 양파, 원예, 농약, 종자’ 등이 상위 랭킹

- (소셜 매트릭스) 1월 ‘쌀’, 2월·3월‘교육’키워드가 1위를 차지함.

※ 5순위까지의 키워드로는 ‘농산물, 생산, 기술, 환경’ 등이 상위 랭킹
◈ [소셜 매트릭스] 분석채널: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 인터넷뉴스
- ㈜다음소프트사의 ‘소셜 매트릭스’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연관어 분석을 실시함.

❍ 2014년~2019년 1분기 핵심 키워드 시사점
- 2016년~2018년 1분기에 상위 키워드로는 ‘FTA’와 ‘중국’이 언급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세먼지’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함. 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및 주한 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다소 진정된 이후 미세먼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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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분석대상별 키워드 비교❙
월별

주간동향

빅카인즈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월

2월

3월

인공지능
일자리
최저임금
귀농
조류독감
미세먼지
FTA
가격
원산지
농약
구제역
일자리
미세먼지
조류독감
인공지능
환경
야생조류
혁신
최저임금
바이오
귀농
미세먼지
귀촌
조류독감
일자리
김치
야생조류
축사
최저임금
소독

소셜 메트릭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축산
일자리
양파
원예
먹거리
친환경
기후
노인
스마트팜
직불제
축산
일자리
농약
고소득
전통주
먹거리
친환경
농기계
학교급식
식물
귀농
축산
귀촌
일자리
종자
먹거리
직불제
미세먼지
스마트팜
로컬푸드

1
쌀
2 농산물
3 생산
4 환경
5 고용
6 유통
7 복지
8 청년
9 현장
10 재배
1 교육
2 농가
3 생산
4 환경
5 농산물
6 재배
7 유통
8 체험
9 청년
10 가공
1 교육
2 기술
3 농가
4 생산
5 농산물
6 환경
7 재배
8 유통
9 체험
10 청년

❙2014년~2018년 1분기 키워드 비교(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중심)❙
<2014년 3월>

<2015년 3월>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8년 3월>

<2014년 2월>

<2015년 2월>

<2016년 2월>

<2017년 2월>

<2018년 2월>

<2014년 1월>

<2015년 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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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9.3.26.)

개요
❍ [통계청,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발표, 3.26] 농업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및 기간) 1,024농가, 논벼를 일정규모(1,980㎡ 이상) 이상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추출 / 2018.1.1.～12.31.

조사 결과
❍ [10a당 논벼 생산비] 79만 6,415원, 전년 대비 15.2%↑※

※ (2016) 674,340원 → (2017) 691,374(17,033원, 2.5%) → (2018) 796,415(105,041원, 15.2%)

- 직접생산비의 노동비, 간접생산비의 토지용역비 등 증가
❙논벼(쌀) 생산비(단위: 원, %, kg)❙
구분
□ 10a당 논벼 생산비
◦ 직접생산비
- 종묘비
- 비료비
- 농약비
- 기타재료비
- 농구비1)
- 노동비
- 위탁영농비
- 기타2)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10a당 부산물 생산비
□ 20kg당 쌀 생산비
□ 10a당 쌀 생산량3)

2017년

2018년

691,374
447,775
15,435
51,034
27,908
13,086
48,142
167,910
108,039
16,221
243,598
235,411
8,188
24,136
25,322
527

796,415
521,238
20,208
54,635
31,350
15,779
36,253
203,223
131,200
28,590
275,177
266,026
9,151
27,528
29,347
524

전년 대비
증감
105,041
73,463
4,773
3,601
3,442
2,693
-11,889
35,313
23,161
12,369
31,579
30,615
963
3,392
4,025
-3

증감률
15.2
16.4
30.9
7.1
12.3
20.6
-24.7
21.0
21.4
76.3
13.0
13.0
11.8
14.1
15.9
-0.6

주: 1) 농구비는자동차비포함, 2) 기타: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및기타비용, 생산관리비, 3) 통계청농작물생산조사
- (재배규모별) △10a당 논벼 직접생산비는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낮고※, △10a당 논벼 간접
생산비는 규모화 된 농가일수록 높아※※

※ 재배규모가 큰 농가는 기계화 등으로 위탁영농비를 적게 지불
※※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불 임차료가 높아 토지용역비가 높은 데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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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 연령별) 7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반면, 40~49세※가 가장 낮아

※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서는 50～59세가 가장 낮아

- (지역별) 전북(87만 5천 원), 충북(86만 원), 전남(82만 4천 원)이 전국 평균(79만 6천 원)에
비해 높고, 경기(71만 5천 원)가 가장 낮아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단위: 천 원)❙

796
521

0.5ha
미만
870
679

0.5~
1.0
862
619

1.0~
1.5
853
603

1.5~
2.0
790
538

2.0~
2.5
828
536

2.5~
3.0
783
529

3.0~
5.0
780
502

5.0ha
이상
755
432

- 종묘비
- 농약비

20
31

28
27

23
27

23
28

23
26

24
30

19
28

19
31

17
37

- 비료비
- 농구비1)

55
36

48
55

51
49

53
48

48
51

50
69

50
28

52
31

62
22

- 노동비

203

219

213

219

203

195

216

208

190

- 위탁영농비
- 기타2)

131
44

255
46

213
43

185
46

147
40

130
39

151
36

116
46

58
46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275
266

191
178

242
231

249
238

252
242

292
282

253
245

278
270

323
316

- 자본용역비

9

13

12

11

10

10

8

9

7

구분

평균

□ 10a당 논벼생산비
◦ 직접생산비

주: 1) 자동차비 포함, 2) 기타: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경영주 연령별 논벼 생산비(단위: 천 원)❙
구분
□ 10a당 논벼생산비

평균
796

30세 미만
789

40~49세
736

50~59세
773

60~69세
788

70세 이상
858

◦ 직접생산비

521

498

484

475

508

597

- 종묘비
- 농약비

20
31

22
37

22
30

17
36

21
31

23
28

- 비료비
- 농구비1)

55
36

33
43

57
37

58
32

56
36

52
43

- 노동비

203

244

199

194

205

208

- 위탁영농비
- 기타2)

131
44

68
50

98
42

96
43

112
47

201
43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275
266

291
282

252
243

298
289

280
271

261
251

- 자본용역비

9

9

8

8

9

10

주: 1) 자동차비 포함, 2) 기타: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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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논벼 생산비(단위: 천 원)❙
구분
□ 10a당 논벼생산비
◦ 직접생산비
- 종묘비
- 농약비
- 비료비
- 농구비1)
- 노동비
- 위탁영농비
- 기타2)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평균
796
521
20
31
55
36
203
131
44
275
266
9

경기
715
481
21
24
42
27
190
137
40
233
225
8

강원
787
568
16
33
56
59
228
126
51
219
208
11

충북
860
631
22
28
45
69
219
210
39
229
217
12

충남
768
519
16
34
54
36
211
123
44
250
241
9

전북
875
477
26
37
60
26
174
111
43
398
390
8

전남
824
529
16
33
67
32
200
129
52
296
287
9

경북
759
512
17
31
49
44
209
125
38
247
238
9

주: 1) 자동차비 포함, 2) 기타: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경남
731
506
35
26
47
26
216
109
47
224
215
9

- (10a당 논벼(쌀) 생산비 추이) 2014년 이후 산지 쌀 값 하락으로 인한 토지용역비 감소로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7년 산지 쌀 값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용역비가 상승하여 증가※

※ 산지쌀값(천 원, 20kg, 4분기): (2013) 43.8 → (2014) 41.8 → (2015) 38.0 → (2016) 32.5
→ (2017) 38.3 → (2018) 48.4
※ 토지용역비(천 원): (2013) 253 → (2014) 252 → (2015) 244 → (2016) 225 → (2017) 235
→ (2018) 266
- (20kg당 쌀 생산비 추이) 2014년 이후 10a당 쌀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10a당 논벼 생산비 증가 및 10a당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증가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 [20kg당 쌀 생산비] 2만 9,347원, 전년 대비 15.9%↑※

※ (2016) 24,025원 → (2017) 25,322(1,297원, 5.4%) → (2018) 29,347(4,025원, 15.9%)

- 10a당 논벼 생산비 증가(15.2%) 및 10a당 쌀 생산량 감소※(-0.6%)에 기인

※ 낟알형성시기의 폭염과 잦은 강수, 등숙기의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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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당 논벼 총수입] 117만 8,241원, 전년 대비 20.9%↑※

※ (2016) 856,165원 → (2017) 974,553(118,388원, 13.8%) → (2018) 1,178,214원(203,661원, 20.9%)

- 2018년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산지쌀값 상승※※에 기인

※ 쌀 총 생산량(천 톤): (2016) 4,197 → (2017) 3,972(-224천 톤, -5.3%) → (2018)
3,868(-104천 톤, -2.6%)
※※ 산지쌀값(천 원, 20kg, 4분기): (2016) 32.5 → (2017) 38.3(5.9천 원, 18.0%) → (2018)
48.4(10.1천 원, 26.4%)

❍ [10a당 논벼 순수익률 및 소득률] 각각 32.4%, 58.0%, 전년 대비 3.3%p↑, 2.4%p↑※

※ 순수익률: (2016) 21.2% → (2017) 29.1(7.8%p) → (2018) 32.4%(3.3%p)
※ 소득률: (2016) 50.2% → (2017) 55.6(5.4%p) → (2018) 58.0%(2.4%p)

- (논벼 수익성 추이) 10a당 순수익률 및 소득률은 2014년 이후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2017년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 추세
❙연도별 논벼 수익성(단위: 원, %, kg)❙
구분
2013
□ 10a당 총수입(a)
1,074,799
- 전년 대비 증감률
8.7
□ 10a당 생산비(b)
725,666
- 전년 대비 증감률
1.8
□ 10a당 경영비(c)
431,440
- 전년 대비 증감률
5.1
□ 10a당 순수익(a)-(b)
349,133
- 순수익률1)
32.5
□ 10a당 소득(a)-(c)
643,360
- 소득률1)
59.9
2)
□ 10a당 쌀 생산량
508
□ 농가판매가격지수(미곡)3)
111.1

2014
1,058,090
-1.6
721,478
-0.6
442,873
2.6
336,612
31.8
615,217
58.1
520
106.3

2015
993,903
-6.1
691,869
-4.1
432,936
-2.2
302,034
30.4
560,966
56.4
542
97.3

2016
856,165
-13.9
674,340
-2.5
426,619
-1.5
181,825
21.2
429,546
50.2
539
84.9

주: 1) 순수익률 = (총수입-생산비)/총수입×100, 소득률 = (총수입-경영비)/총수입×100
2)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3)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0), 4분기
❙연도별 논벼 수익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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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74,553
13.8
691,374
2.5
433,103
1.5
283,179
29.1
541,450
55.6
527
96.0

2018
1,178,214
20.9
796,415
15.2
495,307
14.4
381,799
32.4
682,907
58.0
524
120.3

⎗ 통계·조사

미세먼지 증가 시 농식품 구매 변화
자료 : 농촌진흥청(2019.3.28.)

개요
❍ [농촌진흥청,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농식품 구매 변화 분석※결과 발표, 2019.3.28.] 미세
먼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방법)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패널 대상 설문조사(930명, 2019.2.15.)
※ (조사내용)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 품목･장소 변화 및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정보 등
(표본오차 ±3.13%, 신뢰수준 95%)

- (주요 결과)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에서 실내로 구매처가 변하고, 귤·도라지·해조류
등 건강을 고려한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을 줄이는 대신 집밥에 대한
수요가 높고,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정보 제공에 관심이 높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뉴스, 블로그, 트위터)
❍ [미세먼지 발생 시 호흡기 등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미세먼지 및 농식품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흡기·중금속·면역력 등 건강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호흡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2015년 43회에서 2017년 37회로 발생일수 자체는 감소(수도권 기준)
◈ 초미세먼지 발생일수 빈도수가 더 많으며,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
<미세먼지·농식품 관련 키워드>

<연도별 미세먼지 발생일 수>

자료: 혜안(빅데이터분석 플랫폼) 분석결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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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 미세먼지에 따른 농식품 구매 인식
❍ [구매형태 변화※] 미세먼지 증가 시 응답자의 21.7%는 농식품 구매처를 바꾸고, 10.8%는
구입량을 줄였다고 응답

※ 변화없음(58.9%) ＞ 구매장소 변화(21.7) ＞ 구매품목 변화(10.8)

❍ [구매장소] 대형마트(54.7%) ＞ 온라인쇼핑(20.5%) ＞ 슈퍼마켓(10.7%) 순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대형마트 및 온라인 구매 등 외부활동이 적은 구매처를 선호하는 반면, 가장 기피하는
구매처로는 전통시장이 79.5%로 가장 높아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장소 변화(%)❙
구분
구매장소 변경 시 선호장소
미세먼지 증가 시 기피장소

대형마트
54.7
6.8

슈퍼마켓
10.7
2.0

온라인
20.5
3.2

전통시장
7.4
79.5

백화점
1.7
2.6

기타
5.0
5.9

❍ [구매품목] 돼지고기(22.8%) ＞ 감귤(20.5%) ＞ 도라지(11%) ＞ 해조류(10.5%) 순으로 미세
먼지 증가 시 돼지고기·귤·도라지·해조류 구매 증가
- (감귤·도라지·해조류) 언론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시 호흡기 등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알려져 구매 증가
- (돼지고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소비자는 여전히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
❙미세먼지 증가로 구매를 늘린 농식품❙
구분
비중(%)

돼지고기
22.8

감귤
20.5

도라지
11.0

해조류
10.5

배
9.1

녹차
5.6

오리
5.4

❍ [외식변화] 외식을 줄이되, 배달음식보다는 직접 조리가 많아
- ‘미세먼지 증가 시 외식을 줄인다’는 의견은 약 48.8%로, ‘변화없음’이라는 의견(50.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 외식을 줄일 경우 배달음식(18.8%), 즉석조리식품(6.17%) 보다 직접 조리해서 먹는다는 의견이
74.9%로 높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식형태 변화❙
미세먼지 증가 시 외식횟수 변화
줄인다
변화없음
늘린다

비중(%)
48.8
5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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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감소 시 대체방법
집에서 만들어 먹음
배달음식
즉석조리식품

비중(%)
74.9
18.9
6.2

⎗ 통계·조사

❍ [원하는 정보] 소비자들은 미세먼지 증가 시 호흡기질환 예방 관련 농식품 정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응답
- 소비자가 얻고 싶은 정보유형은 호흡기 질환예방에 도움 되는 농식품(24.5%) ＞ 건강위험
예방 농식품(24.1%) ＞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되는 농식품(23.4%) 순
- 이밖에도 면역력 저하 방지 농식품(14.1%), 미세먼지 정화식물(13.7%)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조사

시사점
❍ 미세먼지 피해 해소와 농식품의 연관성 연구 필요
- 미세·초미세먼지 피해 해소 관련 농식품의 중금속·체내 불순물 배출, 특정 기관지 활성화,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연구
- 발생 빈도가 많은 초미세먼지의 배출, 저항성 강화 관련 기능성 농식품의 기작연구 확대 등
❍ 미세먼지 피해를 경감시키는 농식품 정보의 제공 확대

- 60 -

⎗ 통계·조사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67년)
자료 : 통계청(2019.3.28.)

개요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67년) 발표, 2019.3.28.]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와 2018년까지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

※ 장래인구추계: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

주요 내용
❍ [총인구] 2017년 현재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7년 3,929
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
- 인구정점은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
❍ [인구성장률]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에는 –1.26% 수준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 [자연증가]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기간 중

- (출생아)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 21만 명(2017년의 2/3 미만 수준)으로 감소
- (사망자) 2017년 29만 명에서 2067년 74만 명(2017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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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985~2067년(중위)❙

❍ [연령구조]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 → 45.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3.8% → 46.5%),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3.1% → 8.1%)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 감소, 2067년에 1,784만 명 수준일 전망
-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
만 명씩 감소할 전망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

❍ [고령인구]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 [유소년인구]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 6~21세]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명 감소, 2067년에 364만 명 수준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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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1960~2067년>

<고령인구 연령구조, 1960~2067년>

❍ [중위연령※]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할 전망

※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 [총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노인 18.8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전망
- 2017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나 2065년 가장 높아져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15, 2065년❙

주: 2015년의 경우 한국은 2017년 추계치, 다른 국가들은 2015년 추계치
자료: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 2067년 574.5명으로
5.7배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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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부양비, 1960~2067년❙

❍ [인구피라미드] 2017년 현재 인구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나,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
❙인구 피라미드(1965년, 1990년, 2017년, 2067년)❙
<1965년>

<1990년>

<2017년>

<20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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