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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착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 시·군 4개소 선정
교육부-농식품부-농협중앙회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19년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 도입
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제2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제3회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국제농업협력(ODA) 포럼 개최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발족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등

▮아젠다발굴
•
•
•
•

[기획] 과거와 현재 ❙ 스마트팜 정책 과거와 현재 흐름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장애가 있는 미국 농업인 분석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청년농업인 대상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 개시
언론 동향 ❙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결과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5.2.)

개요
❍ [국가표준심의회,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2019.5.2.]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6개 부·처·청 합동
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

※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연도별 시행
계획인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주요 내용) 4대 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총 2,751억 원을 투자, 99개 세부과제 추진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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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 각 부·처·청에서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와 더불어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의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
❍ 가속화되는 기술·시장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적시 정비를
추진하고,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지속
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
<대표사례: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국내
충전인프라 간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차량안전, 배터리성능, 충전시스템 등 국제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표준의 KS 적시
도입 및 부품 관련 민간 표준화 수요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
<대표사례: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 지원>
◈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표준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 중심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ICT 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

-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 제공으로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지원

❍ [행정안전부]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
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산을 추진
<대표사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표준 정비>
◈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이 높은 분야의 개방표준 마련·정비

-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도로안전표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마련·확산
- 개방표준으로 가공된 표준데이터를 통합, 전국단위 시각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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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
<대표사례: 콘텐츠 서비스 표준화 사업 지원>
◈ 콘텐츠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연계 사업 추진

- 모바일 3D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실측 3D 모델링 및 실감체험 기술 개발
-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유망 가공식품류(고추장, 김치, 된장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
<대표사례: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활동 강화>
◈ 가공식품 수출증대와 전통식품 세계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 고추장 세계규격화 전환을 위한 전자작업반 운영 및 규격승인 추진
- 김치, 된장의 CODEX 규격 개정 검토
※ CODEX(Food Code):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국제교역 시 CODEX
국제규격이 공인기준으로 적용(WTO법 규정)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기술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을 추진
<대표사례: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조성>
◈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용어표준｣을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시스템｣ 운영

- 진료정보교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분야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의 적용·연계를 통한 용어표준
확산

❍ [환경부]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
<대표사례: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예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고농도 발령 예보에 최적화된 표준모델 개발 및 인공지능모델/상세권역모델 등 다양한 모델기법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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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
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추진
<대표사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
◈ 위험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한 기계 등의 설계·
제작 유도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강화 관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고시｣ 등 개정
-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등 개정

❍ [국토교통부]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
<대표사례: 글로벌 물류표준화 추진>
◈ 내륙, 항만, 항공 등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표준화 및 순환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중·일 물류
표준화 선도

-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분야에 대한 설비, 장비 및 용기 등의
표준화 추진
-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접이식 컨테이너 등에 대한 R&D 성과물의 지속적인 활용 및 보급을 위한
국내·국제 표준화 추진

❍ [해양수산부]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대표사례: 우리나라 김 제품의 국제표준화 추진>
◈ 표준화를 통한 국내 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도모

- 품질·위생분야 항목에 대한 김제품 분석법 마련을 통한 김 제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세계 최초 김
CODEX 아시아지역규격 채택 완료(2017))
※ CODEX(Food Code):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국제교역 시
CODEX 국제규격이 공인기준으로 적용(WTO법 규정)
- 산업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한 수산식품 KS 신규품목 선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전기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
<대표사례: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표준개발 및 표준 활동 강화>
◈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의료용 3D 프린팅 제품 등 국제표준화 대상 제품 발굴

- 영상진단장치 및 방사선 치료기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업계 대상 표준인식
제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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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과정에서 필수
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
<대표사례: 품목별 필수 인증·법령 조사를 통한 입찰제도 개선>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상품 중, 인증·법령에 따라 형식등록, 안전인증 등이 없이는 제조‧판매가 제한
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업체별 인증 취득 여부 점검 강화

❍ [방위사업청]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
<대표사례: 민간 기술·제품의 군수품 전환 확대>
◈ 민간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군수품의 우수한 민간기술 적용 및 제품 조달 추진

- 민간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적용을 통한 획득비용 절감
- 군수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국방규격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복·물자뿐만 아니라 군수품
전 분야로 상용화 확대

❍ [산림청]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조건축기술 및 목재
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대표사례: 국내 목재·제지분야 우수기술을 활용한 국제표준안 개발>
◈ 목재산업계의 수출 및 수입품목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

- 목재의 열처리 정도에 따른 성능평가 시험방법 KS안 개발
- 미용티슈의 cleansing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KS 및 국제표준안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
- 각 부처청의 소관분야 표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표준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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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세부사업수/예산

➀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22개/535억 원

➁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➀ 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➁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33개/1,291억 원

➂ 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➀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➁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26개/758억 원

➂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➀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➁ 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8개/167억 원

➂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2019년도 부·처·청별 표준화 투자 개요❙
부처명

표준 소관 분야

표준화 중점 추진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측정표준 등

AI, 5G, 고부가 SW 등

2019년 예산
1,236.5억 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등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발표준 확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등 문화콘텐츠

VR 융합 콘텐츠 등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가정간편식 표준, 전통식품 표준화 등

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분야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스마트시티 등

700억 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한의학

의료-IT융합 기술 등

72.2억 원

환경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고용노동부

작업장시설 등 안전기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계 안전 등

10억 원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ITS 표준, 공간정보 등

7.3억 원

해양수산부

김, 굴 등 수산가공식품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화 등

2.2억 원

의료기기 안전 분야

스마트 의료기기 등

정부입찰계약 인증 활용제도 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제고 기반마련

민군규격 및 국방규격

민간 전문기관 활용 표준체계 구축 등

목조건축 산업 표준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 6 -

24.7억 원
20억 원

556.8억 원

22.5억 원
86.3억 원
6억 원

⎗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착수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4.29.)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착수, 2019.4.29.] 국가 R&D에서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유사·중복방지를 위해 2개 이상 정부 부처가 공동 수행하는 R&D사업을
기획

※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 (추진 방향) △국가적 전략·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현안 해결에 적시 대응, △공동기획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의 참여 및 역할을 강화, △예타 및 예산심의와 연계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검토를 심화

주요 내용
❍ 정부R&D에서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다부처공동사업을 발굴·기획하여 현재까지 18건을 선정
❍ [분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혁신성장, 사회문제해결 2개 분야로 구성
- (혁신성장 분야)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다부처 R&D 주제를 발굴

※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
신약, 신재생에너지
※※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사회문제해결 분야) 건강·환경·재난안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요 사회문제 영역※이 대상

※ 건강, 환경, 문화,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족, 교육, 사회통합 등 10대
분야의 41개 주요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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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공모를 통해 발굴된 다부처 R&D 주제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전기획·본기획을 실시한
후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선정
기간
2019.4.26.~5.27.
2019.6월

일정
(과제공모)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자들로부터 다양한 기획과제 신청을 접수
(1단계 선정)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전기획 대상 과제 선정

2019.7월~8월 중순

(사전기획) 동향분석, 다부처 R&D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기획

2019.8월 말

(2단계 선정) 사전기획 과제, 패스트트랙※ 신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본기획
대상과제 선정
※ 패스트트랙: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체 기획연구를 거쳐 신청하는 사업

2019.9월~12월

(본기획)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중간컨설팅 및 공청회를 개최
하여 기획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2020.1월

(최종선정) 본기획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
※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선정 시 예산배분조정 등에서 우대

❍ 이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4.26일부터 5.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기존 다부처공동사업 개요❙
사업명

내용

•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체계 구축
•
(2014.6. 선정)
•

높은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구현된 다수/다종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경험 축적 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국토교통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총 370억 원(2015~2020)

•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기술 개발
•
(2014.6. 선정)
•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유통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주관)
총 400억 원(2015~2018)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식별관리시스템 구축
(2014.6. 선정)

•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어선의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동주관), 외교부(협업)
• 총 120억 원(2015~2017)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2015.5. 선정)

• 제품개발 전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공동주관)
• 총 435억 원(2016~2020)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2015.5. 선정)

•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형태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총 420억 원(2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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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용

•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관리기술 개발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행정안전부(주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015.10. 선정)
• 총 490억 원(2017~2020)
• 재난·범죄·테러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및 분석센터 구축
개발
• 경찰청(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2016.5. 선정)
• 총 489억 원(2017~2023)
• 저고도(150M 상공)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체계 및 지상 감시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시험
• 국토교통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2016.5. 선정)
• 총 437억 원(2017~2021)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2016.5. 선정)

• 신·변종 감염병 대비 국가방역체계(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술개발 추진
• 보건복지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00억 원(2018~2022) ※ 바이오특위 추가 심의(2017.3)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2017.3. 선정)

• 국토 3D 공간정보(V-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고도화 및 재난, 문화
콘텐츠, 가상훈련 활용 기술 개발
• 국토교통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 총 495억 원(2018~2022)

•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
(2017.3. 선정)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2017.3. 선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표준용기, 운반·저장·처분시설) 기본설계 및
통합정보 DB 구축, 관련 규제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총 811억 원(2019~2025) ※ 예타 추진 중

•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실종아동·치매노인
관리시스템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총 320억 원(2018~2022)

•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
(2018.1. 선정)
•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2018.1. 선정)

교통사고 다발도로 유형 중심의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국토교통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총 355억 원(2019~2023)

•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통합 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개발
• 보건복지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 총 470억 원(2019~2023) ※ 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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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용

•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 요인 실태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다부처 플랫폼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구축과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적용
• 농촌진흥청(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2018.1. 선정)
• 총 450억 원(2019~2023) ※ 미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 및 • 재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디지털 트윈 공간생성 및 관리를 포함한 디지털트윈
능동대처가 가능한 화재재난지원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협업)
(2019.1. 선정)
• 총 345억 원(2020~2024)
미래 주권 확보를 위한 극한지 • 극한 환경에서 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반의 협동 이동체·
장비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실증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 해양수산부(주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 선정)
• 총 410억 원(2020~2024)
•
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
(2019.1. 선정)
•

위험인물의 출입국 및 체류 방지로 국민의 안전 강화하고, 출입국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비통제적 개방형 차세대 출입국 행정 구현을 위한 융합 기술개발 및
실증
법무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총 195억 원(2020~2024)

한-칠레 정상회담 개최
자료 : 청와대(2019.4.29.)

❍ [한-칠레 정상회담 개최, 2019.4.29.] 문재인 대통령은 4.29일 오전 국빈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
- (한·칠레 FTA) △삐녜라 대통령…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한·칠레 FTA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 △문재인 대통령…양국 FTA
개선 협상과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길
- (5G) △삐녜라 대통령…한국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언급하며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 △문재인 대통령…5G 네트워크 상용화 등의 통신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희망
- (탄소 제로) △삐녜라 대통령…2030~2040년 사이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협력 희망

※ 대중교통의 전기차로의 전환, 바람･태양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림 보호 등을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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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자료 : 행정안전부(2019.4.29.)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고, 2019.4.29.]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29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 등 지역 내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공동체 및 자치 기반 붕괴, 관리비용 상승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청장년 유입과 귀촌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청장년과 귀촌인의 창업과 정착에 중점을 두고 4∼5개 지자체에 총 40억 원(특교세 20 +
지방비 20)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
- (주요 사업 유형) 청장년과 귀촌인들의 지역 자원(역사·문화·특산물 등)을 활용한 창업
공간, 창업 컨설팅·교육·실습실 등 창업 지원 시설, 정보교류 및 쉼터,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 소통·교류 공간 조성 등
- (향후 계획) 이번 사업이 청장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발생
※ (2018년 합계출산율) 서울 0.76, 부산 0.9, 대구 0.99 vs 세종 1.57, 전남 1.24, 제주 1.22, 충남 1.19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national minimum)을 국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청장년의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고, 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필요
◈ (사업기간) 2019.4월~12월
◈ (총사업비) 40억 원(특교세 20, 지방비 20)※ 특교세 50%, 지방비 50%
※ 심사과정에서 사업 규모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총 4∼5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8∼10억 원 정도, 특교세 + 지방비)
◈ (사업 유형) 청장년과 귀촌인들의 창업지원, 소통·교류 공간 조성, 주거 공동시설 지원 등
◈ (추진 실적) 총 20개소, 297억 원(특교세 178, 지방비 119) 지원
※ (2017년) 9개 시·군 대상 사업추진 147억 원(특교세 88, 지방비 59) → (2018년) 11개 시·군
대상 사업추진 150억 원(특교세 90, 지방비 60)
시·군·구
계획 수립 ⇨
및 사업신청
(4월 말)

시·도
자체 심사
및 제출
(5월 말)

❙추진절차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

1차
2차
3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심사
(6월 초)
(6월 중)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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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4.26.)

❍ [미국 무역대표부(USDR),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2019.4.26.]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2019년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
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 (감시대상국, 25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
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UAE,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신규)

- (주요 내용)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짐.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통합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27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4.26.)

❍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4.26.] 2019.4.26일 세계무역
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 (주요 내용)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

※ 상소 판정 요지는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15.) 정책동향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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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4.30.)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 2019.4.30.~5.2., 서울] 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의 핵심 관심 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

※ (한국 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 측)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
※※ 2018.9월 양국 정상 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2019.2월 통상장관
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데 따른 것

- (주요 내용)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데 양측은 공감, △양국 기업들의 실질적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한-인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 △양국 수석대표는 협력
분야(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에서 혁신적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양국 수석대표 주재로 산업연구원, 코트라, 양국 기업들이 모여
그간의 교역･투자･협력 성과 및 향후 경제협력 방향, 양국 기업이 바라는 한-인니
CEPA 등에 대하여 논의
※※ 통상 협력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최근 산업･에너지 분야의
화두에 대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로
- (기대 효과)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데 기여
- (향후 전망) RCEP에서 양국 간 논의가 충분히 진전된 규범 등의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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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 시·군 4개소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개요
❍ [농식품부, 2019년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 시·군 4개소 선정, 2019.4.30.]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2년 동안 개소당 80억 원 지원

※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

- (취지)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주요 내용
❍ 선정된 4개 시·군은 농식품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년간(2019∼2020년) 총 80억 2,500백만 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
-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
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
❍ [주거 부담 완화]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

※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

❍ [양육 부담 완화]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문화·여가 환경 조성]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
-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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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청년농업인 판로 지원 위한 「파머스 마켓」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 [농식품부-신세계백화점 공동 청년농업인 「파머스 마켓」 운영, 2019.4.30.]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세계백화점과 공동으로 청년농업인 「파머스
마켓」을 운영
- (주요 내용) △4.16일부터 5.2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본점, 강남점 등 수도권 3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4.26일부터 5.1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 일정: 경기점(4.16.～25.), 본점(4.26.～5.1.), 강남점(5.17.～23.)
- (향후 계획) 영농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등 유통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 로컬푸드 매장 등 청년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직거래 유통경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직매장 인증’ 평가지표에 청년농업인 참여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상설 장터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입점상담･교육
등도 추진
❙파머스 마켓 입점 청년농업인 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농장명 및 대표자
믿음영농조합 윤용잔
(전남 강진)
더착한농장 조정치
(강원 원주, 청년창업농)
파란농원 김동현
(충북 보은, 청년창업농)
아름답게그린배 김영순
(전남 영광, 신지식농업인)
북하특품사업단 정병준
(전남 장성)
렛츠플라워 박해랑
(경기 이천, 청년창업농)
천향허브 박민영
(대구 달성, 청년창업농)
무지개 임실치즈 두마리목장 심재민
(전북 임실, 청년창업농)
기쁨농원 김승주
(전남 장흥)

판매 품목 및 특징
표고버섯스낵, 느타리버섯 스낵
무농약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군고구마말랭이, 고구마스프레드
동결건조 사과칩
도라지배즙, 야채쥬스, 양배추즙
장아찌류, 각종 젓갈류
공기정화식물(틸란드시아 등), 다육식물, 꽃꽂이용 생화,
반려식물 등
무농약 블루베리
발효유, 치즈
건표고, 표고버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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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교육부-농식품부-농협중앙회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2019.5.3.)

개요
❍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2019.5.3.]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 (주요 목적) 첨단 농업시대에 걸맞은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선진 농업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창농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

업무협약 주요 내용
❍ [1. 미래 농산업 인재 양성] 농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교육장
(123개)과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등을 개방하여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농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역량 강화가 가능한 교육 전반을 지원
❍ [2. 농산업 인재 일자리 발굴] 지역농협의 영농지도사 등 농산업 분야 적합 직무 발굴 및
농업계 졸업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우량 농산업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활성화, 또한 취업 및 창농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농식품부) 農RUN 스타트업, 취･창업 캠프, (농협) 찾아가는 농업 금융교육, 청년농부
사관학교, 종합 컨설팅(경영, 브랜드, 유통, 금융 등) 등

❍ [3. 함께 만드는 농업의 밝은 미래] 지역 중심으로 ‘1학교-1농협’ 상호교류협약을 체결
하여 학생의 취·창업 지원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앞으로의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
교육장(123개),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활용 현장실습 지원
• 첨단농업 역량 강화 지원

미래 농산업 인재 양성

• 영농지도사 등 농산업 분야 고졸 채용 기회 발굴
• 취업박람회 등 농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 농업계고 학생 취업 및 창농 역량강화 지원
• ‘1학교-1농협’ 상호교류협약 체결
•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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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인재 일자리 발굴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정책동향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 [농식품부,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19.4.29.]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2개 품목(귀리, 목이버섯)을 행정예고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73개)
※※ FTA 농어업법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 이행지원센터

- (주요 내용) △품목…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 △폐업 지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무(無), △게시 및 접수기간…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조사·분석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품목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4.29.∼5.20.) 접수

※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 초과
※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 초과
- (향후 계획)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6월 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페업 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고시일 이후 7.31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대상품목) FTA 이행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
◈ (산출방법) 지원 대상품목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상한액) 농업법인 5천만 원, 농업인 3천500만 원
◈ (존속기간) 한·중 FTA 발효일(2015.12.20.)부터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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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 지원제도 사업개요>
◈ (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 지원금을 지급
-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 (지급기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
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 ① 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이면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
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산출방법)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존속기간) 한·중 FTA 발효일(2015.12.20.)부터 5년

2019년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 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 [농식품부, 2019년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 도입, 2019.4.29.]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 (추진 배경)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2019년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도입하며, 품목별
재배 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 (주요 내용) △보장재해…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한 피해 보장, △가입기간※…배추:
4.29.~6.21., 무: 4.29.~6.28., 대파: 4.29.~5.31., △판매지역…배추·무는 강원도 일부, 대파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 판매, 보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보험료…정부(50%)와 지자체(20~30%)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부담은 약 20%

※ 월동 배추･무, 쪽파･실파는 하반기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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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군별 품목 현황❙
구분
과수(12)

대상 품목(62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참다래, 유자, 무화과

식량작물(7)

벼, 밀,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메밀

노지채소(10)

양파, 마늘,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특작(6)
임산물(5)
시설작물(22)

오디, 차, 인삼,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오미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국화, 수박, 장미,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파, 배추,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 [농식품부, ‘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2019.4.30.] 4.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광역도(충남·북, 전남·북, 제주),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이하 광역
산지조직),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 (농)농가생활협동조합(주), (영)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
(영)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 (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

- (추진 배경) △2017년부터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 △광역도 간에 학교·공공급식 등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과부족 품목의 상호 공급 필요성 공감하고, 협약체결 협의(2.27., 4.22.)

※ 사업규모(누계): (2017) 1개소 → (2018) 4 → (2019) 5 → (2020) 7 → (2021) 9
※ 지원내용: 농가 컨설팅, 작부체계 구축, 상품 개발, 마케팅･홍보 등 지원

- (주요 협약 내용) △광역산지조직:…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비생산 품목에
대해 광역도 간에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수행하고, 교류품목에 대한 계획생산 및 관리,
공급 및 소비 확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품목교류 산지를 연계해 주며, △농식품부, 광역도…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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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서비스(원스톱) 시험수출 지원 사업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2.)

❍ [농식품부, 일괄 서비스(원스톱) 시험수출 지원 사업※ 중국에서 인도로 확대, 2019.5.2.] 중국
원스톱 지원 사업의 성공을 신남방 지역에 확산시키고,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인도 시장
신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상 국가를 중국·인도 2개국으로 확대하여 추진

※ 일괄 서비스(원스톱) 시험수출 지원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8년에
중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신남방 지역이자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 시험수출 통관의 모든 단계
(성분검토･식품표시･세관신고･검역 등)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박람회 참가, 소비자 반응
시험 등)

- (주요 내용) 우리 농식품의 인도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통관 단계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19년 「인도 시험수출 일괄 서비스(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
인도의 대표적 비관세장벽 이슈인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등 수출 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을 밀착 지원

※ 포장지에 제품명, 성분표, 제조사, 순중량, 유통기한 등 특정 내용을 영문 또는 힌디어로
인쇄되어야 하는 의무 규정 등
농정 100년 발자취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 [농식품부, 「농정 100년」 사료집 발간 계기 학술세미나 및 역사사진전 개최※, 2019.4.29.] 429일
「농정 100년」 발간을 기념하여 학술세미나와 역사사진전을 개최

※ (주최/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식품부

- (주요 목적)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농정 100년」 편찬을 기념
하고, 100년의 농정 성과와 의미 재조명 및 미래농정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학술세미나…1919년 이후 100년 동안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있었
던 주요 변화를 되짚어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들을 논의, △역사사진전…
농식품부 유관기관※ 합동 「농정 100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역사
사진전을 4.29일부터 5.5일까지 개최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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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 [농식품부, 제2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2019.4.30.]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미래 이슈 발굴하고자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록
체인(Block chain) 기술과 미래농업 전문가 포럼을 개최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1회째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기후변화･친환경농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
※※ (주최/주관)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주요 내용)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과 미래농업」을
주제로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활용 현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농식품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환상인가!, 혁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블록체인 확산 방안을 논의
구분

발표 주제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4

발표자
김용렬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및 미래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정윤희
미래 식품안전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도 평가 및 시사점
(식품안전정보원장)
최경식
수출입 물류 블록체인 사례 및 농업분야의 활용방안
(케이엘넷 빅데이터사업팀장)
차재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이력 추적관리
((주) 농심NDS차장)

- (기대 효과) 농림식품산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농식품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 분야에 블록체인의 확산을 R&D가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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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국제농업
협력(ODA) 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 [농식품부, 제3회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국제농업협력(ODA) 포럼※ 개최※※,
2019.5.13.~15.]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공유 및 내실화를 위해 5.13일부터 5.15일까지 서울
에서 「제3회 지속가능 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국제농업협력(ODA) 포럼: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파트너십」 주제로 한-국제기구 ODA 포럼을 개최

※ 참석 국제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B), 국제미작연구소(IRRI),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
개발계획(UNDP), 국제축산연구소(ILRI),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 해수농업국제센터(ICBA),
GROW ASIA
※※ (주최/주관)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FAO한국협회,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

- (추진 배경) △국제사회의 농업·농촌 개발에 있어 한국 농업 ODA의 역할 제고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사업 발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의 지원사례를 공유하여 협력 대상국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방안 모색
- (주요 내용) △농업 분야 다자성 양자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지원사례 및 성과 공유, △농식품부
-국제기구 간 협력 분야 논의 및 시사점 공유
- (기대 효과) △다자협력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방안 창출,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 등
- (향후 계획) △우리 농업의 강점과 연계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개발
협력(ODA)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 ODA 전략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2019년에 수립
하여 추진할 계획, △국제전문원조기구(FAO, WFP) 및 국제금융기구(WB, ADB, AfDB,
IFAD 등)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개발원조사업의 다양성도 확보

※ (주요 내용) 스마트 팜･ICT 등 국내 이슈 및 주요정책과 연계 강화, 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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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2.)

❍ [농식품부,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2019.5.2.]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및 김장
김치 소진에 따른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둔갑판매 우려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민감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특화 단속 실시
- (주요 내용) △단속기간…2019.4.1.~4.19.(19일간), △중점 단속 대상 업체…(돼지고기) 식육
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산·이베리코 등 명칭 사용 업체, (배추김치) 박스갈이 개연성이
높은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 △단속결과…132개소 적발※[거짓표시 114, 미표시 18(과태료
504만 원)]

※ 주요위반 업체: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돼지고기·배추김치 특별단속(2019.4.1.~4.19.) 실적❙
품목
돼지고기
배추김치
합계

합계
59
73
132

거짓표시
49
65
114

미표시
10
8
18

비고

미표시
16
1
1
18

비고

❙위반 업체별 유형❙
업체유형
식품접객업소※
식육판매업
가공업체
합계

합계
108
19
5
132

거짓표시
92
18
4
114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업체·음식점 점검 현황❙
점검업체(개소)
359

합계
3

단속 결과(건, 천 원)
거짓표시
미표시
2
1

과태료금액
300

❙돼지고기·배추 원산지 위반 유형❙
돼지고기
배추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위반건수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위반건수
외국산
국내산
34
중국산
국내산
46
외국산
국내산, 외국산 혼합
7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혼합
10
외국산(예: 미국) 다른 외국산명(예: 스페인)
5 고춧가루(중국산)
고춧가루(국내산)
6
국내산
제주산
3 고춧가루(중국산) 고춧가루(국내산+중국산)
3
합계
49
합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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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발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2.)

❍ [농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발족, 2019.5.2.] 식품분야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 거래·이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식품 기술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5.2일 발족식을 개최

※ (참여 기관) 식품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등 약 20개 기관, 농식품부
에서 지정한 식품기술 전담기관(위노베이션, 아이피온, 웰아이피에스), 투자기관 및 보증
기관 등 유관기관

- (추진 배경)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정책으로 정부 R&D 특허 기술의 이전·거래를 촉진
하여 향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도모
- (주요 내용) 2019년부터 시행하는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으며, 식품기술 거래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식품분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식품 기술의 거래를 전담하는 ‘식품 기술거래기관(3개소)’이 식품 기술의 발굴·
이전 추진과 기술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학교·연구소가 보유한 국내외 식품특허 및 기술이전
정보 제공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추진체계❙
사업 총괄(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수행기관(공모·지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기술
정보 지원

협의체
운영

식품 기술거래기관(공모·지정)
위노베이션, 아이피온, 웰아이피에스
홍보 및
교육

기관 및
기술 발굴

기술이전
중개·알선

사업화
컨설팅

◈ (타 부처 유사사업)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의료·바이오
특허출원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거래 중개 지원
- 보건의료 분야 협의체(H+TLO)※를 운영하여 국공립기관·연구중심병원 간 기술 교류와 기능별 분과
(기술마케팅, 제도개선, 인력양성, 지식재산 4개 분과) 운영
※ 국공립기관(6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관(34개), R&D사업단(10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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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2019.5.2.)

❍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2019.5.2.]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5.3일 제정·
고시하여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허용

※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 덴마크 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 조사, 가축방역심의회(20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20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음.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2018.1월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3.28일 국회심의가 완료
◈ (수입위생조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 권한 확보 등

- (향후 계획)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임.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9.4.29.]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5.2.~5.20.)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

※ (현행)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 (개정)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 (추진 배경)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 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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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
하는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3.)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개최, 2019.5.2.]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부진 지자체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방안을 논의

※ (참석)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2019.4월 말 기준) 3만 2천 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
20.2%(6천 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농가 45.3%(14천 호), 측량 24.7%(8천 호), 미진행
9.8%(3천 호) 등 파악

※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 (2018.11.) 40.4% → (2019.1.) 47.7 → (2019.4.) 65.5
※ 측량･미진행 농가: (2018.11.) 59.6% → (2019.1.) 52.3 → (2019.4.5.) 34.5
- (당부 사항)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9.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자체 중심의 지역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측량·미진행 농가의 애로와 위반상황 분석 및 지원방법 제시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 [농식품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2019.4.30.]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 내용 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 대응역량
배양을 위해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

- 26 -

⎗ 정책동향

- (주요 내용) △일시…2019.4.30.(화) 15:30~17:30, △참여…농식품부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전국 17개 시·도,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
단체 등 약 300여 명이 참여, △주요 내용…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가상
하여 상황단계별※ 기관별 조치사항을 현장시연을 통해 재현, 공무원, 생산자단체, 외국인
근로자 대표의 방역결의 대회와 방역장비 전시·시연을 병행, 훈련 현장에서 전체 훈련
상황을 촬영하여 SNS을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홍보도 실시

※ 의심축 신고･접수, 초동대응,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확산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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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스마트팜 정책 과거와 현재 흐름 등
[기획] 과거와 현재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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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수출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능한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함.
◈ 이에 정부는 2018년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4.16.)을 발표하였으며,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1)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2) 산업 인프라 구축, 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함.
※ (2018년: 1차 선정) 경북(상주)과 전북(김제), (2019년: 2차 선정) 전남(고흥)과 경남(밀양)
◈ 2019년에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생명기술(BT) 등의 기술을 접목,
농업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대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마련하여, 1) 스마트농업, 2) 농업생명기술, 3) 혁신 생태계 조성의 3가지 혁신
방안을 발표함.
◈ 향후 스마트농업 정책대상의 재설정, 스마트농업 정책도구의 재정비, 스마트농업 정책협업의 개선이 요구됨.

➥2017년에는...
2017.5.12.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9개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농식품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공모)」 9개 사업자※ 선정, 2017.5.12.]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속화, 선정 농가에 ICT융복합 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설치비 지원※※

※ 세경(농), 우듬지팜(농), 쎄븐팜(영), 두호(농), 원북면(영), 미소(영), 오대산(영), 개인농가(2)
※※ 지원비율: 국고보조20%, 국고융자30%, 지방비30%, 자부담20%

- (지원내용)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또는 자동화
비닐온실의 신·개축을 지원받게 되며, 재배품목·지역별 최적의 스마트팜 건축 및
ICT 기기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전액 국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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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6.

스마트팜 농가 육성 위한 현장기술 지원(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품목별 스마트팜 시범농가 육성 위한 현장기술 지원※, 2017.6.8.~23.]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 작물과 시설유형에 적합한
스마트팜 운영기술 및 어려운 점 등을 상담하고 해결

※ 2016년부터 추진된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도 단위 대표
품목을 선정해 (2016년) 7개 지역 18호, 9.1ha, (2017년) 7개 지역 19호, 10.4ha 추진

➥2018년에는...
2018.4.9.

스마트팜, 노지채소로 확대(농식품부)

❍ [농식품부,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대상 5개 시·군(총50ha) 선정, 4.9.]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시설원예·축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을 노지채소로 확대
하여 생산단위가 집적화된 단지 중심으로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대상 5개 시·군을 선정
❙선정기관(지자체) 및 선정 작물❙
선정기관(지자체)
강원
전북
전남
경북

태백시
고창군
해남군
무안군
안동시

선정 작물
배추
무
배추
양파
고추

- (주요 내용) △사업 대상자…노지채소 작물 중심(무·배추·양파·고추·마늘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사업규모…센서·재배·영상·제어장비 등 ICT장비 보급※※,
1ha당 20백만 원 이내 한도로 지원, 국고보조 100%

※ 1개 시･군 1개 작물, 1개 시･도 2개 작물 이내 신청
※※ 외부기상대(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토양센서, 재배장비(관수, 관비), 영상장비
(CCTV, 녹화장비), 제어장비 등
2018.4.13.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농식품부)

❍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4월부터 지원, 2018.4.13.] 능력 있는 청년농의 진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스마트팜(Smart Farm):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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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고령화에 대응한 「핵심 미래농 육성」 및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정책 필요,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자금을 도입
- (사업 대상자)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지원조건) △대출금리※…(시설자금) 고정금리 연 1.0%, (운전자금)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기간…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한도…동일인당
30억 원 이내(총사업비의 90% 이내. 단, 10억 원 이하는 100%)

※ 정부 정책자금 금리(시설 2%, 운전 2.5%) 중 1%를 농협은행이 부담
❙기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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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6.

스마트팜 확산 방안(기획재정부·농식품부)

❍ [농식품부·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 2018.4.16.]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4.16.)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1)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2) 산업 인프라
구축, 3)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
- (추진 배경)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 약화

※ 농업 GDP(2010년 기준): (2010) 28.3조 원 → (2016) 28.4 / 신선농산물 대일본 수출:
(2000) 3.8억 달러 → (2016) 2.5
- (기본 방향)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하여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
으로 확대, 집적화된 확산거점 조성
❙금번 대책과 기존 정책과의 비교❙
구분

스마트팜
보급

정책대상

확산거점

현행

개선

온실

온실

• (2017) 4,010ha → (2022) 7,000

축사

축사

• (2017) 790호 → (2022) 5,750

-

기타

• 노지채소, 수직형 농장 등 도입

기존 농업인

기존 농업인

• 스마트팜 보급 + 규모화·집적화
※ 대량·안정적 공급체계 토대로 국내외 시장개척

-

청년 농업인

•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신설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자금·농지·경영회생 지원체계 마련

-

전후방 산업

•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 농업-기업-연구기관 공동 R&D로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생산·유통, 인력양성, 기술혁신 및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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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확산 방안 추진방향❙
비전
목표

전략

스마트팜에서 커가는 혁신농업의 미래
◈ (농가보급)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
◈ (혁신거점)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
◈ 스마트팜 성공모델 확산으로 농업 혁신동력 창출
▷ 기존농가
⇨ 기존농가 + 청년 창업농
▷농업
⇨ 농 업 + 전후방 산업
▷ 개별농가(법인) ⇨ 개별농가 + 혁신거점
① 청년 창업생태계 + 산업 인프라 → 스마트팜 확산
② 확산 거점 → 인력·기술 결합 혁신모델 창출
③ 혁신 모델 → 신품목 발굴, 신시장 개척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①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② 창업 자금과 농지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망 강화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추진
과제

①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및 R&D 체계화
②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화 및 기자재·통신 표준화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시장·품목 다변화

 확산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 공모·선정
②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추진

❙스마트팜 확산 방안 추진계획❙
정책 과제
 스마트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1.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시범운영
1.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추진

일정

부처

2018.上~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1.3.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농신보 제도개선

~2018.上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1.4.

농식품 벤처펀드 도입 등 펀드 투자 활성화

~2018.上

농림축산식품부

1.5.

청년 스마트팜 경영회생지원 제도 구축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2.1.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2018.下~

2.2.

스마트팜 다부처 공동 R&D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20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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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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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일정

부처

2.3.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생육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2.4.

스마트팜 기자재 국가표준 도입 등 고도화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2.5.

노지 스마트팜, 수직농장 모델 보급 추진

2018.上~

농림축산식품부

2.6.

스마트팜 판로 및 해외수출 촉진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2018.下~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3.1.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 공모·선정
3.2.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추진
필수 시설

2018

2019

2020

2021

2022

□ 기반조성 및 지원센터 구축
□ 스마트팜 보육센터 조성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스마트팜 단지(농업인) 조성
□ 스마트팜 실증단지

2018.4.23.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시작(농식품부)

2018.5.17.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스마트팜(기획재정부·농식품부·청와대)

❍ [농식품부,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스마트팜 성과 보고, 2018.5.17.] 스마트팜
정책 추진 성과 및 혁신농업 방향을 제시
- (정책성과) 스마트팜 확산 추세 가속화,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자금·농지 제도 등의 진입 장벽 완화
- (사례발표) ㈜우듬지팜 CEO가 직접 성공사례 발표와 시연, 스마트팜으로 달라진 농업의
모습과 미래 비전 제시

※ 발표제목: “우듬지에 피는 혁신농업의 꿈” / 시연: 원격으로 안개살포 실시간 시연
- (추진계획) 농가·청년·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혁신모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본격화, R&D 및 창업지원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규모화, 청년창업(창업보육, 임대농장), 기술혁신(실증단지)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클러스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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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청년 유입을 촉진
- (청년창업)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600명 양성(2018: 60명)
- (거점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2018: 2개소 선정)
- (보급확산)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호로 확대(2018: 시설원예 4,510ha,
축사 1,350호)※

※ 2017년 스마트팜 보급면적(누적):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
❍ [평가]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중장기
로드맵은 마련되었으나,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의 성공모델 창출은 다소 미흡
❍ [추진계획]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농업혁신 거점 조성, 청년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 등 추진
- (혁신밸리) 스마트팜 규모화,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농장), 기술혁신(실증단지)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022년, 4개소)

※ 일정: 지자체 공모(2018.4～7월) → 대상지 선정(7월, 2개소) → 계획승인(하반기), 임대
농장: 청년들이 임대료만 내고 창업 / 실증단지: 기업 R&D･실증연구 지원
- (청년창업)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 결성(2018.7월, 125억 원), 청년
경영실습형 농장 조성(2018.10월, 6,000평)
- (인프라) 빅데이터 활용 병해충 예보시스템 개발(~2019.上), 기자재 국가표준 마련(2018.12월),
다부처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018.下)
2018.6.4.

미래 스마트팜 연구개발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 통해 미래 스마트팜 연구개발 추진,
2018.6.4.] 미래 스마트팜 연구개발(R&D)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존 스마트팜 R&D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솔루션(SFS) 융합
연구 기술박람회를 6.4일 개최
- (목적) 해당 기술박람회는 2015.10월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총 5개의 연구기관※
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솔루션(SFS) 융합연구단’(이하 ‘SFS 융합연구단’)의 성과를 관련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에 소개하는 동시에 미래 스마트팜의 비전을 모색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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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구축·운영 기대효과>
◈ (생산성 향상) 최적화된 생육환경 제공으로 투입재, 노동력 절감 가능
◈ (수출 확대) 통제된 첨단시설을 통해 연중 안정적 생산 및 바이어 요구 대응
◈ (일자리 창출) 전문재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 (환경 친화적) 병해충・질병 감소, 악취 관리, 불필요한 양분 공급 감소 등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개요>
◈ (규모 / 기간) 2020년~2029년(10년) / 7,160억 원
◈ (주요 내용) (농식품부) 표준화·사업화 등 상용화(“즉시 적용”)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고도화 핵심
기술 개발(“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스마트팜 기술 개발(“차세대”)
※ 사업 규모, 기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로 추진되는 ‘미래 스마트팜 기술개발’(약 820억 원)은 “미래 농업은
사람의 경험 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비전 하에,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팜 구현에 필요한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함.
지능화
지속가능성
개인맞춤형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 획득, 무인 자동화 스마트팜 제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수자원 재이용 등
개인 건강 맞춤형 식품생산, 식물공장을 통한 최적재배 기술 등

- 개발된 원천 기술의 조기 실증 및 농림데이터 축적·분석의 허브로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식품부 주관, 전국 4곳 조성 예정) 내에 “데이터팜”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

※ (개념)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2022년까지, 4개소 조성
※ (핵심시설) ① 보육센터, ②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③ 스마트팜 실증단지

2018.6.20.

농식품부, 스마트팜 기업 간담회 개최(농식품부)

2018.7.5.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농식품부)

2018.8.3.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전북 조성(농식품부)

❍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전북 조성, 2018.8.3.] 2018.8.2일 경북(상주)과 전북
(김제)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조성 지역으로 선정, 농업 분야 혁신성장 거점
으로 육성

※ 혁신밸리: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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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로 조성(2019~2021년), △원예단지기반
조성,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이
연계사업※ 형태로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

※ 연계사업은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혁신밸리 대상지역과 연계하는 개념
❙경북 및 전북 혁신밸리 예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위치

경북(상주)

전북(김제)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일원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일원

주요 특징

• 청년 유입-성장-정착 원스톱 지원
• 선도 농가 멘토링, 판로·수출 지원
• 농업+문화를 통한 6차 산업화

•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 연구-실증-검인증을 잇는
기술혁신 체계 구축
•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스마트화

주요
참여기관

• 경북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다수 지역 • 전북대,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종자
농업법인, 유통기업, 통신기업 등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바이오 기업, 농협 등

2018.8.13.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8.13.]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
- (주요 내용)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① 데이터·블록체인·공유
경제, ② AI, ③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④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
- (8대 선도사업)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 “초연결 지능화”는 플랫폼 경제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 (8대 선도사업 2019년 재정투자)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2019년에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2018년 2.2조 원 → 2019년 3.5조 원, 62% 증)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2019년 재정투자❙
구분

2018년(A)

2019안(B)

증감(B-A)

합계(전략투자 + 선도사업)

30,386

50,100

19,700

%
65

소계(전략투자)

8,700

14,900

6,2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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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A)

2019안(B)

증감(B-A)

·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①)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②)
 수소 경제
밸류체인별 R&D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③)
 혁신인재 양성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④)

5,799
397
68
422
372
2,479
240

10,400
1,900
1,300
1,100
1,000
3,400
900

4,600
1,500
1,200
700
600
900
700

%
79
378
1,765
166
161
36
292

소계(8대 선도사업)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21,686
5,907
698
5,971
2,718
4,446
767
1,144
36

35,200
7,600
1,200
8,700
3,500
10,300
1,300
2,400
100

13,500
1,700
500
2,800
800
5,900
500
1,300
60

62
29
72
47
29
133
65
114
167

- (향후 추진계획) △2019년 주요 추진과제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2018.8월 말),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 마련·발표(~2019.12월 말)

※ ① 데이터･AI 경제(블록체인 등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수소 경제(산업통상자원부)
③ 혁신인재 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영농 혁신거점 조성 + 한국형 모델 개발>
❍ 원예·축산·수산 분야 혁신거점 조성 통해 스마트 영농 확산※

※ (2018) 1,144억 원 → (2019안) 2,400억 원 (+1,300억 원, 114% 증)

- (혁신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개소) 조성
- (기술개발) 국산화·표준화(12종), 적용 축종·품목(46종) 확대 및 현장 실증‧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2018.10.16. 스마트팜 선진국의 현장 전문가 특강 실시(농식품부)

❍ [농식품부, 스마트팜 선진국의 현장 전문가 특강 실시, 2018.10.12.~14.]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10월 16일~18일까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기술 교육을 진행

※ 해외초청강사 Elly Nederhoff: 네덜란드 와게닝대학 원예학 박사로서 작물생육, 수확
관리, 데이터분석 분야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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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교육대상…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의 교육생, △기간…10.16.~18., △교육내용…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생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구성

※ 환경 요소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제어방법, 절대습도와 상대습도의 위험, 낮･밤･빛과
온도의 상관관계, 환경조절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
2018.11.26.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시험 교육장※ 현장평가회, 2018.11.26.]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70곳에 ‘스마트농업 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1.26일부터 11.27일까지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마련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한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2018년
부터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 조성사업을 시작

- (추진 목적) △신규 사업 현장평가를 통한 추진 상의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개선
방안을 통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성공모델’ 확대·보급

2018.11.26.

한국형 스마트팜 중남미 시장진출 위한 사절단 파견
(농식품부·외교부·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외교부·한국농어촌공사, 「민관합동 중남미 스마트팜 협력 사절단※」 파견, 2018.11.26.]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스마트팜 관련 5개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중남미 스마트팜 협력 사절단」을 11.28일부터 12.5일까지 에콰도르와 우루과이
2개국에 파견
2018.12.26.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농식품부)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 2018.12.26.]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이하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을 최초로 제정하여
국가표준 서비스(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

※ 「스마트팜」: 온실･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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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이번 국가표준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냉난방기, 관수모터 등 구동기 9종과
온·습도, CO2 등 센서류 13종에 대한 표준 규격 정의
- (향후 계획)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국가표준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향후에도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제정하고, 국가표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함으로써
기자재 기업들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2019년에는...
2019.1.7.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공모(농식품부)

2019.1.18.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계획 공고(농식품부)

2019.3.5.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 선정(농식품부)

❍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 선정, 2019.3.5.] 일반 노지작물 재배에 정보
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10개 시·군)를 선정하였으며,
모델별로 센서, 자동 관수·관비장치 등 ICT장비를 적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영농서비스 지원
❙사업자 선정 지자체 현황❙
선정 기관(지자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태백시
제천시
청주시

선정 작물

비고

배추

고랭지 지역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자동 관수, IT페르몬트랩활용 예찰

사과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마늘

자동 관수, 건조시스템 구축

삼백초

자동(관수·관비)를 통한 재배관리

신안군

대파

드론활용 생육관찰, 자동 관수·관비

영광군

대파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곡성군

사과, 블루베리 등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장흥군

블루베리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무안군

양파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제주

감귤

감귤농장 당도지도 데이터 수집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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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터 등)가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단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
2019.3.29.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 고흥·밀양 선정(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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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남방형 스마트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
모델, △경남(밀양)…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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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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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6.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4.25.] 바이오와 농업 분야에서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미래에 닥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건 △1호…「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2호…「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계획」(비공개)과,
「지능형 식물공장-바이오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방안」(토론과제, 비공개)에 대해 논의

※ (참석자)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농촌진흥청장 등
◈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생명기술(BT) 등의 기술을 접목, 농업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확대

- 스마트팜, 농업로봇 등 농업을 스마트화하고 첨단 육종기술, 미생물 및 농생명 신소재 개발, 동식물
질병 예방 등 농업 생명기술을 고도화할 예정
- 스마트농업에 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D·N·A(Data·Network·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업
수출을 지원하여 농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

❍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마련, 1) 스마트농업, 2) 농업생명기술, 3) 혁신
생태계 조성의 3가지 혁신방안을 발표
- 1) 스마트농업: 농업 혁신 성장동력의 대표 분야인 스마트팜의 기술 고도화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농림위성, 무인이동체(드론), 기후변화 적응기술 및 농업로봇 등 개발을
통해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
- 2) 농업생명기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新바이오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 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식품·의료·IT·경제 등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 3) 혁신 생태계 조성: 농업혁신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농업 융합 기술 전문가를 양성
하고 D·N·A(Data, Network,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식품벤처 등 창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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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장애가 있는 미국 농업인 분석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Disabilities in the U.S. Farm
Population”(2019.4.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미국 농업인 분석
❍ 2008~2016년 동안 미국 농업인 19%(약 39만 5천 명), 농업 노동자 9%(약 13만 4천 명)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석됨.
- 미국 통계청 커뮤니티 조사는 건강 관련 조사항목으로 시각(실명 또는 부분 시각 상실),
청각(난청 또는 청력 상실), 보행(걷기 및 계단 오르기), 인식(기억 및 의사결정 장애), 건강
관리(Self-care: 옷 입기 및 목욕), 자립 가능(혼자 심부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장애로 분류됨.
- 분석결과, 장애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며, 교육수준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임.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혼보다는 결혼한 사람일수록 낮은 비율을 보임.
❍ 가장 비율이 높은 장애는 보행장애로, 농업인 10%, 농업 노동자 4%가 해당하였으며, 청각은
농업인 8%, 농업 노동자 3%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역적으로는 애팔래
치아와 미시시피강 남쪽 지역 장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으로 한정할 경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지역 장애 비율은 평균 12~16%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테네시 지역은 23~27%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1> 미국 농업인 장애자 비율

<그림 2> 미국 농업 노동자 장애 비율

자료: The Prevalence of Disabilities in the U.S. Farm Population, by Mil er, C. and Aherin, R., Journal of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2018,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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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청년농업인 대상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 개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 “Young farmers: €1 billion to facilitate access to
finance”(2019.4.2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 개시
❍ 2019년 4월 2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했음.
❍ [목적]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자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017년 청년농업인을 제외한 다른 농업인은 대출 신청의 9%만 거절 당한 반면,
청년농업인은 대출 신청의 27%가 거절당한 바 있음.
❍ [배경]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 간 공동 ‘청년농업인
계획(Young Farmers’ initiatives)’의 일환임. 청년농업인 계획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농촌
개발기금(EAFRD)을 통한 대출이자 보조 혹은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유럽투자은행과 유럽
투자펀드는 정책 당국에 자문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함.
❍ [운영방식] 개별 회원국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유럽연합 내 은행과 대출회사들이 운영함. 참여
은행들은 유럽투자은행과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대출금액은 20억
유로까지 가능함. 자금 배정 우선순위는 청년농업인에 있음.
❍ [구체적 내용]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은 현재 농업인이 가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1) 낮은 이자율
- 2) 상환 개시 시점 연장(최대 5년)
- 3) 원리금 상환 기간 연장(최대 15년)
- 4) 기상조건 악화 시 농업인에 상환 면제 기간(grace period) 부여
❍ [평가] 필 호건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청년농업인에게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언급했고, 유럽투자은행 부의장인 앤드류
맥도웰은 “1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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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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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주요 동향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19년 5월 2일 “20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자연재해와
불규칙한 날씨 등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식량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방북※ 한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지난 4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북
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기구에 식량 140만t 긴급 원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2박 3일동안
방한해 우리 정부와 구체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019년 4월 30일 “비건 대표가 5.8일~5.10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통일부는 2019년 5월 2일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한미 모두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년 5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답변
-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019년 5월 8일쯤 서울에서 워킹그룹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며, 비건 대표와 전화통화(2019.5.2.)로 의제와 관련 사전 조율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에 최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번도 상황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다”고 밝혀
- 이에 따라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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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울시는 2019년 5월 1일 남북협력기금 391억 원을 활용하여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식량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 서울시는 밀가루 같은 식량,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대북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져

※ 2019년 4월 현재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91억 원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4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환영사를 통해
“북녘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적지 않다”, “더이상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녘의 아이들이 평화의 봄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부터 고민하겠다”고 강조
❍ 2018년 말 농촌진흥청은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 대비 약 16만t 감소한 455만t
으로 추정하였고, 2019년 2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 원조 요청을
하면서 2018년 식량 생산량이 495만 1,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 3,000t 감소했으며,
148만 60000t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음.
❍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로 꾸려진 유엔 북한팀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북한 식량 총생산량은 495만t에 그쳐 2009년 이후 10년 새 가장 낮아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쌀과 밀의 생산량은 전년도에 견주어 12~14% 감소, 감자와 콩
생산량 감소 규모는 각각 34%와 39%, 2018년 북한 식량 총생산량은 목표치보다 약 100만t
미달이며, 이는 농경지 부족과 낡은 농기계와 비료,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생산량 감소의 이유
- 북한 전체 인구의 43%가 식량이 부족하고, 전체 어린이 20%가량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
이며, 생후 6~23개월 사이의 유아 가운데 3분의 1꼴로 최소 적정 식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료: “비건 8~10일 방한…북 식량지원 논의”(국민일보, 2019.5.1.),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급부상…‘8일 방한’ 비건대표와 논의”(매일경제, 2019.5.2.),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당국 차원 검토 중인 것 없다”(아시아경제, 2019.5.2.), “통일부
현단계서 당국 차원 대북 식량지원 구체적 검토 없어”(연합뉴스, 2019.5.2.),
“北 식량난 호소…유엔 지원 여부 이달 결정”(조선일보, 2019.5.2.), “강경화
“여러 현안 논의”…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은 어려울 듯”(중앙일보, 2019.5.2.),
““쌀이 금보다 귀하다” 북한 식량난 10년새 최악 서울시 대북 식량지원 나선다”
(한겨레, 2019.5.2.)

- 45 -

⎗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8.5.3.)

개요
❍ [통계청, 「20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2019.5.3.]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 정책수립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전국3,000농가(가구원2인이상2,900개, 1인단독100농가), (조사기간) 2018.1.1.～12.31.

농가 소득
❍ [2018년 농가 평균소득] 4,207만 원, 전년 대비 10.0%↑
❙소득종류별 농가 소득(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4,524

34,950 37,215 37,197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8/2017)
38,239 100.0 42,066 100.0
10.0

농업소득

10,035

10,303 11,257 10,068

10,047

26.3

12,920

30.7

28.6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15,705
5,844

14,799 14,939 15,252
6,819 7,906 8,783

16,269
8,902

42.5
23.3

16,952
9,891

40.3
23.5

4.2
11.1

비경상소득

2,940

3,022

7.9

2,302

5.5

-23.8

구분
농가소득

3,029

3,114

3,095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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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 1,292만 원, 전년 대비 28.6%↑※

※ 농작물수입(17.3%↑) 증가, 축산수입(24.9%↑) 증가

- (농업외소득) 1,695만 원, 전년 대비 4.2↑※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의 영향으로 겸업소득(22.5%↑) 증가

- (이전소득) 989만 원, 전년 대비 11.1%↑※

※ 사적보조금 감소(5.4%↓), 공적보조금(12.4%↑) 증가

- (비경상소득) 230만 원, 전년 대비 23.8%↓※

※ 혼인건수 등 감소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단위: 천 원, %)❙
2013

구분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10,035
30,648
23,155
7,397
96
20,613
32.7

2014
10,303
32,179
22,942
9,071
165
21,875
32.0

2015
11,257
33,654
22,760
10,530
365
22,398
33.4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2016
10,068
31,279
21,357
9,222
699
21,211
32.2

2017
10,047
30,580
21,069
8,029
1,482
20,533

2018
구성비
100.0
68.9
26.3
4.8
32.9

12,920
35,757
24,708
10,027
1,022
22,837

증감률
구성비 (2018/2017)
28.6
100.0
16.9
69.1
17.3
28.0
24.9
2.9
-31.0
11.2
36.1

❙농가의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단위: 천 원, %)❙
구분
농업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 공적보조금
- 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

2013

2014

2015

2016

15,705
4,182
11,523
5,844
5,200
643
2,940

14,799
3,751
11,048
6,819
6,207
613
3,029

14,939
3,733
11,206
7,906
7,231
675
3,114

15,252
3,855
11,397
8,783
8,138
645
3,095

2017
2018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8/2017)
16,269 100.0 16,952 100.0
4.2
4,406 27.1
5,398 31.8
22.5
11,863 72.9 11,554 68.2
-2.6
8,902 100.0
9,891 100.0
11.1
8,237 92.5
9,262 93.6
12.4
665
7.5
629
6.4
-5.4
3,022
2,302
-23.8

가계지출
❍ [2018년 농가 평균 가계지출] 3,383만 원, 전년 대비 10.4%↑
- (소비지출) 2,603만 원, 전년 대비 5.2%↑※

※ 기타상품 및 서비스,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교통,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오락 및 문화, 교육비 등의 지출이 증가

- (비소비지출) 779만 원, 전년 대비 32.1%↑※

※ 조세및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등의공적비소비지출40.6%증가, 사적비소비지출28.3%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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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가계지출(단위: 천 원, %)❙
구분
농가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2013

2014

2015

2016

30,264
24,184
6,080

30,555
24,466
6,089

30,613
24,741
5,872

31,049
24,999
6,050

2017
2018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8/2017)
30,640 100.0 33,828 100.0
10.4
24,738 80.7 26,033 77.0
5.2
5,902 19.3
7,794 23.0
32.1

자산 및 부채
❍ [2018년 말 기준 농가 평균자산] 4억 9,569만 원, 전년 대비 2.0%↓※

※ 고정자산 4억 2,572만 원, 유동자산 6,997만 원(전년 대비 각각 10.1%↑, 41.3%↓)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연말 기준(단위: 천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농가자산
400,580 431,823 453,580 474,309
- 고정자산1)
330,123 349,894 358,793 368,226
2)
- 유동자산
70,458 81,929 94,787 106,084
농가부채
27,363 27,878 27,215 26,730
- 농업용
11,715 11,778 11,917 11,924
- 가계용
7,729
7,539
7,754
7,756
- 겸업·기타용 7,918
8,562
7,543
7,050

2017
2018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8/2017)
505,881 100.0 495,687 100.0
-2.0
386,714 76.4 425,721 85.9
10.1
119,166 23.6 69,966 14.1
-41.3
26,375 100.0 33,269 100.0
26.1
10,618 40.3 13,688 41.1
28.9
8,588 32.6
9,986 30.0
16.3
7,170 27.2
9,602 28.9
33.9

1)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유동자산: 현금,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 [2018년 말 기준 농가 평균부채] 3,327만 원, 전년 대비 26.1%↑※

※ 용도별로 농업용, 가계용, 겸업･기타용 모두 증가했으며, 농업용 비중이 41.1%로 최고 높아

부문별 지표
❍ [전ㆍ겸업별] 겸업농가가 전업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가 더 많아
❙전·겸업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전업농가
1종겸업 농가
2종겸업 농가

2017
38,239
29,567
47,015
47,480

농가소득
2018
42,066
34,222
49,348
50,814

증감율
10.0
15.7
5.0
7.0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27,726
34,559
42,342

495,687
479,308
538,448
504,412

33,269
25,727
39,729
41,868

❍ [주ㆍ부업별] 전문농가와 부업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많아
- 농가소득은 전문농가가 5,424만 원으로 농가평균에 비해 1.3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 가계지출은
부업농가가 4,162만 원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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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업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주업 전문농가
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2017
38,239
50,483
20,380
47,806
32,201

농가소득
2018
42,066
54,243
22,531
49,748
37,744

증감율
10.0
7.4
10.6
4.1
17.2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35,411
22,862
41,623
34,996

495,687
612,445
351,391
565,405
361,633

33,269
43,164
13,344
42,935
30,167

❍ [영농형태별] 축산농가의 자산 및 부채는 다른 영농형태의 농가에 비해 가장 많고, 특히
부채는 농가 평균에 비해 3.1배 수준
- (농가소득) 축산농가가 7,824만 원으로 농가평균에 비해 1.9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 논벼 및
채소, 과수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낮아, (가계지출) 축산농가가 4,0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논벼 및 채소, 과수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낮아
❙영농형태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논벼
과수
채소
축산

2017
38,239
27,314
34,167
29,924
71,517

농가소득
2018
42,066
32,787
38,016
30,773
78,243

증감률
10.0
20.0
11.3
2.8
9.4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26,854
30,033
28,264
40,499

495,687
497,413
527,229
389,539
877,142

33,269
15,838
26,377
24,591
103,041

❍ [경지규모별] 5.0ha 이상인 농가의 소득은 8,278만 원으로 농가평균의 2.0배 수준으로 높고,
가계지출, 자산, 부채에서도 가장 많아
❙경지 규모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2017
38,239
34,319
33,731
34,843
40,811
48,246
76,658

농가소득
2018
42,066
35,757
35,933
41,023
48,660
60,345
82,782

증감율
10.0
4.2
6.5
17.7
19.2
25.1
8.0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32,967
31,824
33,104
35,638
36,732
45,719

495,687
392,550
427,589
540,724
593,476
708,704
852,339

33,269
27,217
28,171
32,212
41,411
41,710
78,003

❍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및 가계지출은 50대 경영주가 가장 많고, 40대 경영주 농가의
자산은 7억 3,682만 원으로 평균 농가에 비해 1.5배, 부채는 1억 2,234만 원으로 평균 농가에
비해 3.7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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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2017
38,239
52,221
65,082
44,551
26,223

농가소득
2018
42,066
51,559
66,619
46,385
28,953

증감률
10.0
-1.3
2.4
4.1
10.4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50,773
50,803
35,915
24,560

495,687
736,823
547,180
555,843
405,487

33,269
122,335
56,449
37,616
13,338

❍ [지역별] 전년 대비 농가소득은 전남, 제주는 감소한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증가
- 한편, 경기, 충남, 전북, 제주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 제주의 가계지출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38,239
42,563
37,275
38,288
36,040
35,235
39,660
35,962
36,752
52,922

농가소득
2018
42,066
48,508
37,544
40,129
43,510
45,090
39,476
40,921
37,521
48,630

증감율
10.0
14.0
0.7
4.8
20.7
28.0
-0.5
13.8
2.1
-8.1

가계지출

자산

부채

33,828
39,948
32,448
32,362
32,170
32,629
30,589
31,120
32,358
43,145

495,687
838,967
424,343
436,297
495,953
353,305
326,515
388,515
455,808
857,199

33,269
57,861
35,106
17,889
32,309
25,341
24,334
25,555
29,573
74,585

<용어정리>
∙ 농가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000㎡(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준 시점 현재 120만 원 이상(시가 평가)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경영주) 농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농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전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1종겸업 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겸업 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 (전문농가)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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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4.30.)

개요
❍ [농식품부, 20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결과 발표, 2019.4.30.]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유통경로 및 비용, 학교급식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20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방식) 전문조사원 방문을 통한 면담조사, 생산자 전화조사, 유통업체 온라인조사,
학교 및 지자체 서면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별 유통경로를 조사

조사 결과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일반적으로 생산지에서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을
거친 다음,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친환경전문점,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
- 생산지로부터 지역농협(37.6%), 생산자단체(10.8%), 전문유통업체(10.0%) 등을 거친 다음,
학교급식(39.0%), 대형유통업체(29.4%), 친환경전문점 및 생협(19.2%) 등을 통해 소비자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거래(7.3%)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로 나타나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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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유통 비용] 소규모로 생산·유통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관행농산물에
비해 유통비용이 다소 높은 편
- 대표적 친환경농산물인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 흐름에 따른
가격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방울토마토의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볼 때 관행농산물의 유통
비용은 40%,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은 48%로 조사
❙친환경 방울토마토와 관행 방울토마토의 유통비용(단위: %, 원/kg)❙
구분

가격

생산자수취율
유통비용
생산자 수취가격
소비자가격

평균

친환경(A)

관행(B)

(A-B)

55.9
44.1
3,452.4
6,250.9

51.8
48.2
3,835.8
7,392.8

60.0
40.0
3,069.0
5,109.0

△8.2
8.2
766.8
2,283.8

- 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수취가격은 소비자가격의 영향으로 일반 관행농산물 생산자
수취가격보다 다소 높아
❍ [학교급식 공급물량]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큰 소비처로 2018년 한 해 동안 친환경농산물을
79,339톤 소비했으며, 이는 전체 학교 농산물 공급량(137,558톤) 대비 57.7%에 해당
- 주요 15개※ 친환경농산물 품목 중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수요량 대비 약 3배 이상
생산되는 품목은 마늘, 딸기, 호박, 오이, 양배추 등

※ 쌀, 찹쌀, 양파, 감자, 마늘, 콩나물, 당근, 딸기, 파, 무,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양배추, 배
❙친환경농산물 주요 품목 생산현황(단위: 톤, %)❙
품목
쌀

친환경생산량
(a)
114,733

수요량
(b)
42,332

(a/b)

품목

271.0

호박

친환경생산량
(a)
4,197

수요량
(b)
1,137

(b/a)
369.1

마늘

2,225

754

295.1

오이

3,541

1,184

299.1

딸기

3,559

433

821.9

양배추

10,251

1,864

549.9

- 또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전체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학교급식 수요량 대비
약 1.5배 이상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은 쌀, 당근, 딸기, 오이, 양배추 등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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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학교급식 수요량(단위: 톤, %)❙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량(A) 수요량(B)

부족량
(A-B)

(A/B)

품목

쌀

114,733

74,369

40,364

154.3

양파

14,265

10,396

3,869

137.2

감자

9,905

8,983

922

110.3

마늘

2,225

1,595

630

139.5

당근

4,441

2,965

1,476

149.8

딸기

3,559

1,222

2,337

291.2

무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양배추
배

파

4,194

2,851

1,343

147.1

품목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량(A) 수요량(B)

10,352
4,197
3,541
1,727
10,251
1,060

8,681
3,675
2,135
1,756
3,305
1,318

부족량
(A-B)

(A/B)

1,671
522
1,406
-29
6,946
-258

119.2
114.2
165.9
98.3
310.2
80.4

❍ [학교급식 공급경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eaT)를 이용한
학교는 4,427개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 학교는 3,595개교로 조사

※ 광역자치단체 6개소, 기초자치단체 83개소 등 총 89개소 운영 중

❍ [향후 계획] 친환경 재배면적이 전체 농경지의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학교급식이 전체
공급물량의 약 40% 정도를 조달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군인 및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공공시장)하고, 생협·친환경전문점·직거래 등을 확대(민간시장)하여,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본 조사결과를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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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