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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한-말레이시아·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19년 G20 농업장관회의 개최
한국 농식품부 장관-중국 농업농촌부 장관 양국 관심사항 논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드론운용실무 과정 신설·운영
중동·아프리카 4개국에 우리나라 쌀 5만 톤 지원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 운영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20곳 선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등

▮아젠다발굴
•
•
•
•

이슈 브리프 ❙ 과학기술의 10대 글로벌 도전과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햄프 재배 농가의 대마초 관리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요구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집행위원회, 음식물 쓰레기 측정 방법을 명시한 법안 채택
언론 동향 ❙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 주요 내용

▮통계·조사
• 2018년 농가경제조사 주요 특징(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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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 : 기획재정부(2019.5.8.)

개요
❍ [기획재정부,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5.8.]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
△新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등이 논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 그간의 정책 추진 노력
❍ 정부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1기 경제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반하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 3축 전략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
① 소득주도

3대 전략

2대 기반

② 혁신성장

•
•
•
•
•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인적자원 확충
핵심선도사업 추진
전방위 산업혁신
규제혁신・혁신 인프라 조성

③ 공정경제

• 공정 경제질서 확립
• 공정・공평 과세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① 거시 안정

• 성장세 유지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② 중장기 대응

• 저출산 등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

❍ [2기 경제팀] 패러다임 전환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경기·구조적 요인
중첩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 해결에 주력 ⇒ 3축 기조 下 경제활력제고에 최대 방점 +
경제 체질 개선·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에 역점※

※ ①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을 두면서, ② 실천과 성과 중심의 정책운영, ③ 현장･
시장과의 소통, ④ 정책신뢰 회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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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활력 제고

②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③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④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
•
•
•
•
•

투자활력 제고

•
•
•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소비・관광 활성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핵심규제 혁신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우리 경제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
1.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2018년, 31,349달러) → 강국의 상징인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 공식화

※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일본(1992), 미국(1996), 독일
(1996), 영국(2003), 프랑스(2004), 이태리(2005)

❍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유지
<30-50 클럽 국가 1인당 국민소득(2018년)>

<2017~2018년 주요국 성장률>

❍ 수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돌파(세계 6위, 6,049억 달러), 무역규모 1.1조 달러
(세계 9위), 중소기업 수출도 사상 최대치
-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2천 만TEU 최초 돌파(2017) → 세계 2위 환적 항만
-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321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 진입

※ 해외건설 수주액(억 달러): (2014) 660 → (2015) 461 → (2016) 282 → (2017) 290 →
(201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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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가 2011년(2.9%)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2018년 2.8%), 2005년 이후 처음
으로 GDP(2.7%)보다 높게 증가
- 방한 외래관광객 회복 추세 → 2018년 역대 2번째 규모(1,535만 명)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달성(2018년 269억 달러)
<수출금액 추이>

2.

<민간소비 및 GDP 추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건전성 견고

❍ 국가부도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역대 최고 수준 국가신용등급 유지((S&P) AA, (무디스) Aa2, (피치) AA-)
❍ 외부충격의 안전판인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 수준(4,040억 달러, 2019.4월)
- 외채건전성 지표(단기외채/외환보유액 등) 30% 내외로 낮은 수준
❍ 대외지급능력인 순대외채권 사상 최고 수준 기록(4,675억 달러, 2018년 말)
<CDS 프리미엄(5년물) 추이>

<외환보유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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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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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안정화 → 2013년 이후 최저수준
❍ 단기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 주택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
❍ 물가 안정세 유지(2017년: 1.9% → 2018년: 1.5%)
❍ 2018.10월 변동성이 커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화※

※ 2018.11월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지속

❍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교통사고, 산재, 자살)로 안전사고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명): (2017) 4,185 → (2018) 3,781 / 건설현장 사망자(명): (2017) 506 →
(2018) 485

❍ AI 등 가축질병 최소화(AI 발생 2016/2017 383건 → 2017/2018 22건 → 2018/2019 0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월간 주택매매 가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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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 확산

❍ 벤처투자 금액(3.4조 원, 2018년)·펀드 조성액(2018년: 4.7조 원)·투자금 회수규모(2018년:
2.7조 원)와 신설법인수(2018년: 10.2만 개) 모두 사상 최고치
❍ 유니콘 기업, 천억 벤처, 1조 원 벤처 모두 대폭 증가
<벤처투자 금액 및 신설법인수 추이>

<유니콘 기업, 천억벤처, 1조 원 벤처 추이>

❍ 대기업의 자발적인 사내벤처 프로그램 확산(2018년 전년 대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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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5G)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2019.4월)
- (핀테크) 핀테크 기업수 1.8배 확대(2017.4월: 146개 → 2018.12월: 269개)
- (AI) AI 전문기업 수 증가(2016년: 27개 → 2018년: 43개)
- (빅데이터) 산업규모 1,300억 원 성장(2017년: 4,547 → 2018년: 5,843억 원)
- (스마트공장) 2018년 말까지 7,903개 구축(2017년 말 5,003개) → 도입공장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3.5% 감소
- (스마트팜) 2018년 말까지 시설원예 4,900ha, 축사 1,425호 보급(2017년 말 4,010ha, 801호)

→ 도입농가 생산량 31% 증가, 고품질 생산 39% 증가
- (우주기술) 시험발사체 및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성공
- (재생에너지) 2018년 태양광 2GW, 풍력 168MW 설치 → 보급목표(1.7GW) 초과 달성
<핀테크 및 AI 기업 수 추이>

<빅데이터 산업규모>

❍ 수소경제,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도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120조 원), 현대자동차 수소스택 공장 증설(7.6조 원), 삼성
전자 시스템반도체 R&D 및 설비투자(133조 원)
5.

민생 여건의 긍정적 변화

❍ 명목임금※이 통계작성(2011년) 이후 최대 증가, 가계소득도 개선

※ 명목임금(%): (2012) 5.2 → (2014) 2.4 → (2016) 3.8 → (2017) 3.3 → (2018) 5.3

-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2017년: 22.3% → 2018년:
19%)로 떨어지고, 저소득 근로자가구 소득이 2년 만에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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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로 농가소득 4천만 원 돌파, 어가소득 5천만 원※ 돌파

※ 농가소득(천 원): (2015) 37,215 → (2016) 37,197 → (2017) 38,239 → (2018) 42,066
※ 어가소득(천 원): (2015) 43,895 → (2016) 47,077 → (2017) 49,016 → (2018) 51,836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 청년 고용률이 주취업 연령대(25～29세) 중심으로 크게 개선 및 실업률 감소, 여성 고용률
(50.7%)과 경제활동참가율(52.8%)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2019.3월 기준)
<가계소득 증감율 추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 최근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 고용률※※도 상승 → 2019년 들어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지는 모습

※ 취업자수(전년 동기 대비, 만 명): (2018 연간) 9.7 → (2019.1) 1.9 → (2) 26.3 → (3) 25.0
※※ 15세 이상 고용률(%): (2019.1) 59.2(△0.3%p) → (2) 59.4(+0.2%p) → (3) 60.4(+0.2%p)

-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 주 52시간제 도입, 근로문화 개선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천
시간대 미만※으로 축소

※ 2018년 1,986시간(5인 이상 비농전산업)
<상용직 취업자 증감 및 상용직 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 사회적경제 규모 성장※ 및 다변화(사회적농장, 학교 협동조합 등)

※ 사회적경제기업수: (2017년 말) 2.2만 개 → (2018년 말) 2.5만 개
취업자수: (2017년 말) 24.5만 명 → (2018년 말) 25.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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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질서 정착 시작

❍ 기업 소유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상호출자제한집단 순환출자고리수 2017년: 93 → 2018년: 5개)
❍ 부당납품단가 인하,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공정위): (2017) 86.9% ⟶ (2018) 94%
◈ (가맹)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부담률(공정위): (2017) 45% ⟶ (2018) 63%
◈ (유통) 납품업체의 94.2%가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2018년, 공정위)

❍ 상생결제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 돌파(2018년 107.4조 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도
대폭 증가(2016년: 270 → 2018년: 396개사)
❍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추진사례 확산
◈ (자동차업 A社) 하도급대금에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상승분 지원
◈ (가맹업 B社) 의무구입품목수 축소, 사업안정화 자금지원 유도
◈ (유통업 C社) 납품업체 저리대출

7.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갈등과제 해결 사례 창출

❍ ‘광주형일자리’ 타결로 23년 만에 국내완성차 공장 신설 합의※(2019.1월)

※ 약 7,000억 원 투자 계획 → 직접고용 1천 명, 간접고용유발 1만 명 효과 기대

-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2019.2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사노위 노동시간委 합의(2019.2월)
◈ 단위 기간 확대(최대 3개월 → 6) 및 운영요건 완화(3개월 초과 제도 도입 시 주별 근로시간 사전합의
요건 완화(예외적 사후협의 인정))
◈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제도 오남용방지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병행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과로방지 대책 마련,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고용안전망 강화(한국형 실업부조 등) 경사노위 사회안전망委 합의(2019.3월)
◈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방향 명문화, 고용보험제도 내실화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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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택시·카풀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2019.1월 출범)를 운영
하여 택시-카풀 상생방안 마련·합의(2019.3월)
◈ 카풀 허용범위(출퇴근시간) 명확화(오전 7~9시 및 오후 6~8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국민편의 제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서비스 고도화 추진(요금·차종 등 규제 완화된 플랫폼택시
출시,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및 향후 과제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다만,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민생 어려움 지속 등으로 성과 체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미래 도전
요인도 가속화
☞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 가속화

1.

(상황)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민생 어려움 지속 등은 당면 과제

❍ 수출·투자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 들어 대외여건이 2018년 말 예상보다
악화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우려
- 당초 예상보다 2019년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IMF 작년 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0.4%p 하향조정(2018.10월: 3.7% → 2019.1월: 3.5% → 4월: 3.3%)
◈ OECD도 0.2%p 하향조정(2018.11월: 3.5% → 2019.3월: 3.3%)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18년 말 예상보다 부진
◈ 금년도 반도체 시장 전망이 (+)에서 (-)로 전환: (2018.10월 전망) +2.6% → (2019.2월 전망) △3.0%
◈ 반도체(D램) 가격 지속 하락($): 2018.11월: 6.79 → (2019.1월) 6.06 → (2019.3월) 5.05

❍ 최근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분배 악화※※ 등 민생 어려움 지속

※ 취업자 증가(만 명, 전년 대비): (2018 연간) 9.7 → (2018.2) 10.4 → (3)11.2 → (2019.1)
1.9 → (2) 26.3 → (3) 25.0
※※ 5분위 배율 4분기 연속 악화(2017 → 2018): (1/4) 5.35 → 5.95, (2/4) 4.73 →
5.23, (3/4) 5.18 → 5.52, (4/4) 4.61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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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

※ 주력산업 수출 비중(%, 2010 → 2018): (선박) 10.5 → 3.5, (휴대폰) 5.9 → 2.8, (철강) 6.2
→ 5.6, (반도체) 10.9 → 20.9

❍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도전요인도 가속화
2.

(과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 혁신과 포용을 경제 전반에 확산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성장(2.6~2.7%)과 취업자 증가(15만 개) 목표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 집중
◈ 혁신·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 구현을 위해
포용성 지속 강화

❍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확장적 재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진행 지원, 업종별 대책※ 마련 등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에 역점

※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
- 무역금융 적극 지원(2018년: 220조 원 → 2019년: 235), 분야별 수출 지원방안※ 마련,
수출총력지원체제 가동 본격화 등 수출활성화 노력 경주

※ 중소기업, 소비재,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업 등

-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및 창업생태계 보강 노력 강화 등 제2벤처붐
조성 추진 가속화
- 미세먼지 저감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7조 원 규모 추경※이 빠른시일 내 통과
되도록 지원하고, 통과 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

※ (미세먼지 저감) 2.2조 원,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 4.5조 원
- 시장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는 한편,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등을 통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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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 활력회복 및 신산업 확산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

※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

-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상반기 내 조속히 마련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별 대책도 시리즈로 발표

※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 2019년 중 규제샌드박드 사례 100개 이상 창출, 규제입증 책임제 확산 등을 통해 혁신적
규제개선 시스템의 정착 유도
- 중장기적으로 도전형·혁신형 R&D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혁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
❍ 일자리·분배 개선 등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병행
- 중장기적으로 계층이동성 복원을 위해 청년희망사다리대책 마련 등 사회 각 영역의
누적된 격차 해소 위한 정책노력 가속화
- 비정규직 격차 해소, 중소기업 임금·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 추진
❍ 인구구조 변화, 한반도 평화시대 등 미래 도전·기회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복지·고용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비핵화 논의 상황을 보아가며 인프라 등 남북경협 가속화
-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토대 강화
- 미세먼지 대응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여건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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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은 지난 2019.3월에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4.17.)」,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보완대책(4.23.)」 등에 이어,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 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1)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2)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3) 미국·인도 등에 해외
혁신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이 주요 내용

｢新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 「新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은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
승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 최근 한류 확산으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증가
- 이는 한국상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우리기업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 정부는 그동안 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해외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단속을 유도하고 민관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
- 그 결과, 대표적인 해외 한류편승기업으로부터 위법행위 시인을 받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상당 부분 성과
❍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
-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현지 매체와 SNS 등을 활용한 기획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
❍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한국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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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2019.5.7.)

개요
❍ [보건복지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2019.5.7.]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4.25.~29., 서면보고)

※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주요 시책 심의･조정 (국무총리 위원장, 관계 장관
등 정부위원･민간위원 각 15명으로 구성,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추진 방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
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결과
❍ [분석 대상]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인천광역시 수립 지연 (5월 중 제출 예정)

❍ [계획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워드 클라우드❙
<계획의 목표 분야>

<추진전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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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영역]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로 동일)
영역 순으로 추진전략이 많이 수립
❍ [세부 사업] 총 870개(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로 관련 예산은 총 4조8330억 원※

※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예산이 전체의 약 70%

- ‘광역시’는 성인(청년, 중장년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광역도’는 노인
대상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경향※

※ (광역시 사업 비중) 전 생애 50.9%, 성인 21.5%, 아동청소년 14.1% 순
(광역도 사업 비중) 전 생애 56.8%, 성인 13.6%, 노인 12.8% 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 비중❙
<광역시 사업 비중>

<광역도 사업 비중>

- (지원유형별 구성) 시설 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

※ 아이돌봄, 다자녀, 신혼부부, 가정친화사업 등

❍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인 것으로 파악

※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 병원･시설 지역 연계,
④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주요 광역자치단체 사례>
◈ (서울) 돌봄SOS센터・(대전) 선도사업 지원단 구성, 지역 안에서 다같이 돌봄
◈ (부산) 부산형 조성・(울산) ‘따울’ 행복단 운영・(세종) 따뜻한 지역공동체 돌봄
◈ (강원) 추진단 운영・(전북) 마을단위 구축・(전남) 더불어 사는 삶 등으로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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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분석결과❙
지역

분석결과

서울

•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해 위치정보(GIS) 기반 분석을 활용
• 주민참여 원탁회의로 주민의 욕구와 필요한 사업의 도출을 시도
• 민·관 공동 참여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부산

• 광역시 단위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노인실태조사·협의체 실태조사 통합 활용
• 위치정보(GIS)를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수요 파악
• 고용, 돌봄, 건강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

3

대구

• 양적 조사의 한계를 질적(면접) 조사로 보완, 수요-공급 분석과 SWOT 기법 활용
• 복지자원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4

광주

• 자치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 계획의 전략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 복지자원 및 시설의 확충, 예산 운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5

대전

• 자원 및 시설 등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6

울산

• 복지 수요-공급 분석을 종합한 SWOT 기법으로 지역 여건 진단과 과제 도출

7

세종

• 3기 계획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4기 계획에 반영
• 양적 조사의 한계를 질적(면접) 조사로 보완, 복지공급 분석에 GIS 활용

8

경기

• 주민 생활여건, 지역사회 인식 및 관심 가구 조사를 추가하여 주민욕구 조사 보완
• 무한돌봄 사례관리 지원단, 사회서비스원 등 전달체계 개편 노력

9

강원

•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도 단위로 통합하여 실시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지원, 시·군 간 격차 해소에 주력

10

충북

• 돌봄, 일자리 분야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

11

충남

• 복지공급 현황 분석을 위하여 GIS 기법 활용
• 사회복지종사자(인력)의 처우 개선과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

12

전북

• 지역사회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복지공급 분석을 위하여 GIS 방법 활용
• 계획수립TF를 평가위원회로 전환하여 연속성 유지
• 시·군별 시설 현황, 수요-공급 격차 진단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계획 수립

13

전남

• GIS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파악
• 사회보장 여건의 편차 진단, 시·군 계획의 점검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14

경북

• 계획 수립의 절차와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법정 요건 준수 노력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이웃사촌 복지센터) 구축 및 인력 확충계획 제시

15

경남

• 복지자원·시설의 확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 조례 재·개정 사유, 사업의 추진 근거 등 입법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

16

제주

• 질적(면접)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실화
•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돌봄·고용·주거·의료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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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내용(안)❙
지역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서울

좋은 돌봄과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

•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고독사 예방사업,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시민 맞춤형 포괄 케어서비스 제공,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 등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조성 사업 추진, 구·군
및 읍·면·동 기능 강화

부산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강화

대전

지역 안에서 다같이 돌봄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공공 어린이집 확충,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한 돌봄친화도시 구현,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등

울산

커뮤니티 케어 추진

• 찾아가는 복지 '따울'행복단 운영,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읍·면·
동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따뜻한 지역공동체 돌봄
구축(커뮤니티 케어)

•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등 마을육아 공동체 활성화, 유치원·어린이집
연계운영체계 구축, 장애인 및 가족 돌봄 강화, 고령친화 도시 인증추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속가능한 도시와 살기 좋은 • 주민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개선, 마을단위 공동체 지원 확대,
마을 공동체
나눔 주차장 추가 신설(주차공간 공유)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전달체계
•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 운영
구축
커뮤니티 케어 공공성 강화

• 충남아기수당,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강화, 재가 발달장애인 기초
실태 정보 구축

• 마을 단위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구축,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역맞춤형 복지체계구축 및
활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라북도
복지재정 효율화
인권영향 평가제도 운영, 사회공헌 센터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속사업) 등
• 치매 안심마을 추진, 대학생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경로당 공동생활의
더불어 사는 삶 ‘커뮤니티
집 설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케어’정착
센터 추가 지원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우리동네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활성화
커뮤니티 돌봄지원체계 구축 • 다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경남

제주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경남 공공 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학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시범사업 등

• 취약지역(읍·면) 응급의료체계 개선(신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환경 조성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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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5.7.)

❍ [기획재정부,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2019.5.7.]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자체가
제시한 현안사업 약 600여 건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

※ 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
당국과 지자체 간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

주요 내용
❍ [정부] 2020년도 예산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
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
- (지자체)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정부] 2019년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신속한 국회 확정을 통한 집행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지자체) 위기·재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국회
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
❍ [정부] 2019년 예산 중,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 SOC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 [정부] 지난 4월 초에 교부된 총 5.2조 원의 지방교부세 정산금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금년 재정의 집행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
❍ [17개 시·도 부단체장들] 각 지역 여건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2020년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SOC, 관광 분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
❍ [향후 계획] 오늘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기획재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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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개정
자료 : 기획재정부(2019.5.9.)

❍ [기획재정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개정, 2019.5.9.] UN
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적도기니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제외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이상 5개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설정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은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

※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지역

아시아

<현행>

<개정>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
키리바시·라오스·네팔·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 (2023.12.12일까지)·키리바시·라오스·네팔·
제도·예멘·동티모르
투발루·바누아투(2020.12.4일까지)·솔로몬제도
(2024.12.12일까지)·예멘·동티모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중앙아프리
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적도기니·에리
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
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
아프리카
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
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세네갈·남수단

앙골라(2021.02.11일까지)·베냉·부르키나파소·
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
<삭제>·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
기니비사우·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
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일까지)·시에라리온·
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
공화국·잠비아·세네갈·남수단

아메리카 아이티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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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 졸업 기준>
◈ 1971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최빈개도국의 기
준을 만들고 최빈개도국을 공식적으로 발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매 3년마다(Triennial) 결정
(Inclusion & Graduation)

※ 47개국(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 33개, 아메리카 1개) → 세계 인구의 약 13%, 세계
GDP의 1.3% 이하, 세계 교역의 0.9%
❙2018년 UN 개발정책위원회가 규정한 LDC 진입 및 졸업기준❙
항목
① 1인당 GNI
기
② 인간자산 지수(HAI)
준
③ 경제 취약 지수(EVI)
충족해야 할 기준 수
인구 기준
자격
시기
당사국에 의한 승인

진입
1,025달러 이하
60 이하
36 이상
3개
7,500만 명 미만
한 번에 결정
즉시 유효
필요

졸업
1,230달러 이상
66 이상
32 이하
2개
해당 없음
두 번에 걸쳐 결정(연속 리뷰)
유예기간 설정
불필요

한-말레이시아·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5.7.)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말레이시아·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공청회 개최, 2019.5.7.]
2019.5.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를 개최
- (추진 배경)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주요 내용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경과’,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양국 경제협력과
FTA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지난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3.13.)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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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 (질의응답) 방청객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제공될 예정
- (기대 효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양자 FTA
체결 시 한-아세안 FTA 대비 양국 간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2018년 對ASEAN 교역 순위(억 달러, 전체국가 중): ① 베트남(683, 4위), ② 인니(200,
12위) ③ 싱가폴(198, 13위), ④ 말련(192, 14위), ⑤ 필리핀(156, 17위)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 “한-필리핀 FTA※ 추진 경과”, “한-필리핀 FTA 경제적 타당성” 및 “한-필리핀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한-필 양국 정부는 지난 통상장관회담(2019.4.17.)을 통해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이
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 간 FTA를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관련 통상장관 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 (종합토론)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필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질의응답)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될 예정
- (기대 효과) 필리핀은 아세안 내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한-필 FTA 체결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계기가 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2018년 교역액, 억 달러): ① 베트남(683) ② 인니(200)
③ 싱가폴(198) ④ 말련(192) ⑤ 필리핀(156)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필 FTA 추진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액

2011
7,339
(25.7)
3,571
(2.4)
3,768
10,910

주: ( )는 증감률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2012
8,211
(11.9)
3,284
(△8.1)
4,927
11,495

2013
8,783
(7.0)
3,706
(12.9)
5,077
12,489

2014
10,032
(14.2)
3,331
(△10.1)
6,701
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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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318
(△17.1)
3,252
(△2.4)
5,066
11,570

2016
7,278
(△12.5)
3,229
(△0.7)
4,049
10,507

2017
10,594
(45.5)
3,702
(14.7)
6,892
14,296

2018
12,061
(13.9)
3,569
(△3.6)
8,492
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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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5.10.)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19.5.9.]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피핀 FTA 추진계획 등 통상현안을 논의

※ 논의 안건: ➀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 ➁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➂ 美 자동차
232조 동향 및 대응방안 (안건 비공개), ➃ (서면) 2019년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 301
보고서주요내용및대응계획

-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언급하고,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 아울러, 美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FTA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성과사업으로, 두 개의 FTA 체결 시
우리의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되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FTA와 한-필리핀 FTA 추진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9.4~5월)과 공청회(5.7.)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협상 추진계획을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 향후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식협상을 진행할 예정
<美 자동차 232조 동향 및 대응방안>
❍ 美 자동차 232조 최종조치 결정시한(5.18.)을 앞두고,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공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점검※

※ 정부는 그간 정부가 자동차업계와 함께 美 자동차 232조에 민관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왔으며, 美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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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본부장은 다음 주(5.13.~15.)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정부, 의회 및 업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시의적절 평가
자료 : 청와대(2019.5.7.)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두 정상 전화 통화, 2019.5.7.]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7일 22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5.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
- 1)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 2)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

※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5.7.) 언론동향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주요 동향” 참고
- 3) 양 정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 21 -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19년 G20 농업장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0.)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2019년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2019.5.11.~12., 일본 니가타 시(市)] 이번
회의 의제는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이며, 주요 20개국
(Group of 20) 농업장관들은 ‘농업 분야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

※ G20 농업장관회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7년부터 연 1회
정례 개최
<2019년 농업장관회의 참가국·국제기구>
◈ (G20)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 (초청국) 칠레, 네덜란드, 세네갈,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6)
◈ (초청 국제기구) ERIA, FAO, IFAD, IFPRI, OECD, World Bank, WFP, WTO (8)

- (주요 내용) 분임토의(주제: 농업분야 혁신) 후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담은 장관선언문 발표,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지역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 농촌 분야 혁신을 달성할 방안으로,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소개
<G20 농업장관회의 개요>
◈ (배경) 2008년과 2010년 국제 곡물가 폭등, 수출 제한 등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2010년 한국 G20 정상회의부터 식량안보를 주요의제로 논의

- G20 농업장관회의 등 각료급 회의를 통해 식량가격 안정,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방안을 논의
◈ (경과) 농업장관회의는 의장국 재량으로 개최되었으며(2011년, 2015년, 2016년), 연 1회 정례
개최하기로 2016년 중국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
◈ (논의동향) 식량안보 관련 이슈인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마련 등을 논의해 옴.

- (2011년, 프랑스) 국제곡물가 불안정성 완화방안을 논의 → (2015년, 터키)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을 주제로 영양, 식품손실 및 낭비감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2016년, 중국) ‘농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제도, 기술, 사회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논의 → (2017년, 독일) ICT를 활용한 ‘식량과 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혁신강화’ 관련 선언문 및 행동계획 채택 → (2018년, 아르헨티나) ‘농업과 토양’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식량 미래’, ‘토양관리’ 관련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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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부 장관-중국 농업농촌부 장관 양국 관심사항 논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7.)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 2019.5.7.]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 (한국 측)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공동대응, △한-중 동물위생검역협력 협정의
조속한 타결,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중국 측에 요청
- (중국 측) 한창푸 장관은 당일, 농촌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지인 충남 서천 장선마을과
김제 파프리카 농장인 ㈜농산을 방문하였으며, 면담 시 한국 농촌 주거환경 개선정책과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언급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드론운용실무 과정 신설·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7.)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드론운용실무” 과정 신설·운영, 2019.5.7.]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직불금 이행점검 등 농업분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운용실무」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 (주요 내용) △운영기간…5월부터 10월까지 3일 과정으로 총 5회 운영, △교육대상…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 125여 명, △교육내용…항공법, 드론매뉴얼, 사진촬영 합성 등
드론 관련 이론교육과 회전익 드론 기본 비행실습 및 직불이행점검 앱을 활용한 비행실습 위주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미래 신기술을 토대로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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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재해 사전예방 점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0.)

❍ [농식품부, 우기 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재해 사전예방 점검, 2019.5.10.] 여름철 재해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 (주요 내용)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한 6월~10월 기간에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등
주요 수리시설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현장에 대하여 지자체 전수점검※과 농식품부
표본점검※※ 추진으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 국가안전大진단 점검대상 및 최근 2개월 이내 자체점검 시설 제외
※※ 각 도별 2개 시･군,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등
중동·아프리카 4개국에 우리나라 쌀 5만 톤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0.)

❍ [농식품부, 중동·아프리카 4개국에 우리나라 쌀 5만 톤 지원, 2019.5.7.]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UN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
나라 쌀 5만 톤을 원조용으로 지원, 예정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행 및 이를
통한 국격 제고에 기여

※ World Food Programme: 우리나라는 2018.1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함으로써 2018년부터 매년 쌀 5만 톤 규모의 현물원조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 중

- (주요 내용) △쌀 5만 톤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인구 약 100만 명에게 반년간
식량 구호가 가능한 규모이며, 울산항, 군산항 등 총 3개 항구에서 선적※을 진행

※ 2019년 수원국 및 지원 물량(천 톤): 예멘 19, 에티오피아 16, 케냐 10, 우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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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9.)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 운영, 2019.5.9.]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
- (주요 목적) 식품·외식 분야에 취·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식품산업 분야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추진할 계획
- (주요 내용) △일정…2019.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실시(1박2일 합숙), △참가대상…
식품산업 진출 희망 청년(대학교 3~4학년 위주), △인원…총 800명(차수별 150명 이상),
△교육내용…TED형 강연※※, 식품기업 채용설명회, 기업면접·자소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식품기업탐방 등

※ 권역별 일정: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 수도권(2회, 10월)
※※ TED형 강연: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 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20곳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8.)

❍ [농식품부·(재)한식진흥원,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20곳※※ 선정, 2019.5.9.]
청년 한식당에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제고, 개발된 조리법을 널리 보급하여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를 유도

※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 고래아방, 그니식당, 독립식당, 모아냉면, 미아전, 미트랩, 박경자식당, 반기다, 부농배켱, 순수보리밥,
야채를 담다, 예담, 올랭이와 물꾸럭, 작가식당, 젊은식당, 정작가의 막걸리집, 제육원소, 조식당, 차이
룩 쿠킹 스튜디오, 한식당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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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국산 식재료 활용 메뉴개발 및 홍보에 필요한 제반 경비, 조리법(레시피)
저작권료, 우수 메뉴 선정 및 포상,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 (향후 일정) 생산자 연계(5.20., 한식문화관) → 메뉴 개발 추진(5월~8월) → 신메뉴 판매·
홍보(8~11월) → 조리법 공개(11월~12월)

◈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0.)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2019.5.10.]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 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
◈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
※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 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15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 1)

- (국경검역)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양돈농장주·
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
- (국내방역) △양돈 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
- (일반국민)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자제, △국내 입국 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금지 등

- 26 -

⎗ 정책동향

- (양돈 농가) △발생국 여행 자제,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일반사료 전환, 부득이 먹이는 경우 열처리(80℃ 30 이상) 후
급여,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임상 증상 발견 시 신속신고 등
- (향후 계획) ASF 발생 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발생 시 방역조치 사항>
◈ 1) ASF 발생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2) 이와 동시에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3)발생농장과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4)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양돈 농가 돼지는
24시간 이내 살처분 완료, 5) 주요 도로와 장소에 방역대별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등 해제 전까지 차단방역 실시

- 27 -

⎗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과학기술의 10대 글로벌 도전과제 등
이슈 브리프

과학기술의 10대 글로벌 도전과제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10대 글로벌 도전
과제”(BioINwatch19-26, 2019.4.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MIT에서 발간하는 과학기술 잡지인 MIT Technology Review※에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10가지를 소개함.

※ 주요 출처: MIT Technology Review, Ten big global challenges technology could solve,
2019.2.27.

- 기후변화, 고령화, 물 부족 등 인류의 주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한 첨단기술들을 개발 중임.
❙과학기술로 극복 가능한 10대 글로벌 도전과제(global challenges)❙
구분

1

글로벌 도전과제

탄소 격리
(Carbon
sequestration)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해야 함.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격리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합성연료, 고분자, 탄소섬유 및 콘크리트 등의 제품으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벤처들이 증가하고 있음.
• 대기 중에서 격리한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저장하는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실함.

2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
(Grid-scale energy
storage)

• 풍력 및 태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저렴하고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기상상태(해가 비치치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등)에 따라 전기 생산이
불안정함. 이는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안정적인 자원의 고갈 시기 및 이러한
자원이 얼마나 많은 힘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제한함.
• 많은 과학자들과 신생기업들은 플로우 전지(Flow batteries)나 용윰염 탱크
(tanks of molten salt)를 포함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그리드
규모의 저장 장치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광대한 양의 전기를 저장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 개발이 필수적임.

3

범용성 독감백신
(Universal flu
vaccine)

• 유행성 독감은 드물지만 치명적임. 1918년 H1N1 독감으로 적어도 5천만 명이
사망했으며, 1957~58년, 1968년 대유행 시에는 약 100만 명이 사망, 2009년
재발한 H1N1에 50만 명이 사망함. 최근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mild strains
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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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 도전과제

주요 내용
• 그러나 다음번에는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음. 바이러스의 강력한 변종은
어떠한 맞춤형 백신이라도 빨리 복제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음.
• 범용적인 독감백신으로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변종뿐만 아니라 한 세기에
한 번 돌발(outbreak)하는 치명적인 변종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공중
보건의 도전임.
• 65세 이상의 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1/3에 해당됨.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전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급증할 것임.

4

치매 치료
(Dementia treatment)

•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진단은 사망
후에야 가능함. 심지어 의사들도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형태의 치매를 구분
하는데 논쟁이 있음.
• 그러나 신경과학과 유전학의 진보로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질병 상태의 파괴적인 영향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
•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일명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전세계 해양에 떠다니고
있음. 이 쓰레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된 가방이나 빨대에서
나옴.

5

해양 청소
(Ocean clean-up)

• 이것은 새, 물고기 및 인간에게 독이 됨. 연구자들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수억
톤의 플라스틱을 청소하는데 수세기가 걸릴 수 있음.
• 오염이 많이 확신되었기 때문에 청소가 어렵고, 대규모 해양 쓰레기 패치에
대한 프로토 타입 방법이 있긴 하나, 해안, 바다, 수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음.

6

효율적인 담수화
(Energy-efficient
desalination)

• 지구에는 신선한 물의 50배 많은 바닷물(소금물)이 있음. 세계 인구 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로 신선한 물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관한 한 해양에서 식수를 생산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임.
•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삼투법 담수화 설비를 건설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가정용수를 바다에서 얻고 있음.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에너지
집약적으로 세계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함.
• 새로운 형태의 막(Membrane)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기화학 기술은
바닷물을 이용한 관개용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수백만 마일의 테스트를 거쳐, 피닉스 교외
지역에서는 배달 및 택시 서비스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7

• 그러나 아직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혼잡한 교통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안전한 자율주행
있으며, 눈과 안개와 같은 기상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함.
자동차
(Safe driverless car) •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교통의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음. 교통 체증이 사라지고 주차장을 새로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어 도시가
변화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125만 명의 사망자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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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 도전과제

주요 내용
• 로봇기업 Boston Dynamics는 네발 달린 로봇이 계단을 오르고 혼자 문을
열고, 빠른 속도로 달리며,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Altas를 개발함.

8

체화된 인공지능
(Embodied AI)

• AlphaGo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Altas는
AlphaGo를 실행할 수 없으며, AlphaGo도 Altas를 재생할 수 없음.
• 그렇다면, AlphaGo의 마음을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연구자들은
진정한 인공지능은 내부 계산과정을 실제 세계의 실제 사물과 관련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인공지능은 사람과 동물처럼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그 능력을 습득할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인류는 허리케인의 발생 가능성을 몇 주 전에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함.

9

지진 예측
(Earthquake prediction)

• 2010년 아이티 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04년 인도양의 강력한
(진도 규모 9.3) 지진 해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및 기타 지역에서
25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중기적 확신을 갖는 지진 예측이 가능하면, 내구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적어도 몇 시간 전 경고가 가능하면 위험지역에서 대피시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인간의 두뇌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과
모든 움직임은 우리 머릿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에 코딩되어야 함. 그러나
그 코드는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음.

10

두뇌 해독
(Brain decoding)

• 두뇌가 우리의 생각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아직 많은 미지의
문제와 퍼즐이 남아 있음.
• 그 코드를 해독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두뇌에서 컴퓨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켜 부상이나 퇴행성질환으로 인해 마비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개발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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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햄프 재배 농가의 대마초 관리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요구
※ IEG Policy가 발표한 “USDA urged to finish federal hemp rules in time for 2020 growing
season”(2019.3.18.)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햄프 재배 농가의 대마초 관리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요구
❍ 햄프(hemp) 재배 농가는 미농무부(USDA)의 농업경제연구소(AMS)에게 햄프※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마초 관련 연방 규제 정책 개정을 요구함.

※ 대마초는 크게 마리화나(Marijuana)와 햄프(hemp)로 구분되며, 햄프는 마약성분이
없거나 낮아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햄프의 상업적인 재배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2017년 미국 소비자들은 약 8억 2,000만 달러어치의 햄프 가공품을 구매함. 햄프가 사용된
제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섬유, 종이, 건축재 및 의류임. 기존에는 햄프 가공품이 주로
수입으로 충당되었으나, 2018 농업법 개정으로 미국 내 햄프 상품 생산 규제가 완화됨.
❍ 법 개정으로 햄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재배작물이 되었으며, 작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짐. 농업법은 산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햄프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 함량이 0.3%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햄프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난 것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의 사용이 크게 증가
하였기 때문임.
- CBD는 햄프 및 마리화나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며, 대마초의 화학성분과는 달리 정신에는 작용
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현재 불안장애, 고통경감 및 기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CBD 생산량은 2022년 약 220억 달러로 예상됨.
❍ 현재 미국의 여러 주들은 CBD 수요가 증가하면서 햄프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전국주의회회의(NCSL)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약 41개 주가 햄프 재배 및 생산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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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집행위원회, 음식물 쓰레기 측정 방법을 명시한 법안 채택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 “Preventing food waste, promoting Circular Economy:
Commission adopts common methodology to measure food waste across the EU”
(2019.5.6.)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음식물 쓰레기 측정 방법을 명시한 법안 채택
❍ 유럽연합에서 생산하는 음식물의 약 20%가 버려지면서 심각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효과
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음식물 쓰레기 측정 방법을 명시한 법안(Delegated Acts)을 채택했음. 이로써
회원국들 간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가 통일되고 음식물 쓰레기 계량화 기준이 동일해져 모니터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
유연성을 부여했음.
❍ 음식물 쓰레기 예방은 지난 2015년 12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의 우선순위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순환경제 모니터링 체계(Circular
Economy Monitoring Framework) 10대 지표 중 하나임.
- 음식물 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이용-처분의 선형적(linear) 구조에서 자원 손실이 최소화
되는 순환형(circular) 구조로 전환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2.3※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30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절반으로 감소, 생산 단계에서 식품손실(food
loss)의 양 감소
❍ 2018년 5월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법안이 개정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예방에
관한 구체적 조치들이 도입된 바 있었음. 회원국들은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모니터링 결과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회원국들은 2020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는 2022년 중반에 보고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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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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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 주요 내용
❍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5.9일 문재인 대통령은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기자와 인터뷰 형식의 일대일 대담을 통해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으며,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문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촛불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을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며칠 전(5.4.)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5.9.)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했는데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
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당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 : • “궤적이나 북한이 추가로 영상 또는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 있으니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대화와 협상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유엔의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면을 어렵게
•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만들 수 있다”>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이랑 이번 북한 훈련은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 훈련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북한, “대화의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장에서 불만을
• “그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명확하게 밝히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것이 바람직할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
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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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 간에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엔 식량계획, 세계 식량 원조기구가 조사해 공식 보고서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며, 이미 2019.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곤기 동안에는 더 줄일 그런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트럼프 대통령,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한국의 북한에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한 인도적
• “그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
지원에 ‘절대적
서서 해마다 그 보관 비용만 6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그런
축복’ 전해”>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 대화교착
상태를 마주하는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줬습니다.”
• “우선 지금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또 한국까지도 다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환될 수 없는
<도보다리 30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또는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지금 의견이
“진솔한 대화,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보고 제가 • “2018.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답하는 시간”>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습니다.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렇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또한, 미국과의 회담에 대해 주변 다들 경험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국회,
•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여야정협의체,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손바닥도
추경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 대화로 해법 •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찾아야”>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

•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검증:
인사실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 중에도 좋은 평을 받는
“검증 단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검증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 실패라고
제도화 등 국민
부르는 부분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눈높이에 맞도록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노력 중”>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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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 “제도화 부분을 이미 제안하고 있는데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조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청와대가 국회 야당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다 모아서 공직자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고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으며,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52만 명 이렇게 늘어나서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 “당연히 상위층도 많이 늘었고, 고용시장 안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는 뚜렷합니다.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1 :
“최저임금은
• “자영업자 대책들,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이런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시에
공약에 매일 필요
병행해서 시행이 됐다면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없어, 고용의
정부에 의해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근로장려금 같은 것은 국회 입법
질은 높아지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감소”>
하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공략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먼저, 제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함으로써 공공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리고, 2) 새로운
신산업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조성, 3) 요즘 하는 벤처창업들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 일자리 부분도 어르신분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수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
후반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국가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고 지금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2: 양극화
해결 중요, 일부
재벌 수사는
“수사는 수사,
경제는 경제”>

•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다 소득 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증가가 많이 주춤해졌다,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한
것이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
기업이든 또는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회사일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못하도록 횡령 배임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좀 봐주기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입니다.”
• “새로운 어떤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 부을 부분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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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분야,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
으로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의 벤처 붐, 지금 이미 작년에 벤처창업 기업 수도, 벤처 투자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벤처 붐을 더 이제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한 분은
<전직 대통령
지금 말하자면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 분은 또 수감 중에
사면: “가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재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인 상황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답하기 어려워”>
그런 원칙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일관계: “새
천황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
희망, 과거사가
발목 잡는 일에는
유감”>

<총선,
“출마자들은
여유를 두고
의사 밝혀야”>

• “일본 새 천황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나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조금씩 그 상처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 과거사의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랍니다.”
•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뭐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고,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 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의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3년 후는 어떤
모습?

• “또한,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시대, 경제로, 남북 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시대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사설]형식과 내용에서 아쉬움 남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경향신문,
2019.5.9.), “[전문]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일문일답-1(정치사회), 2(외교
안보), 3(경제산업)”(news1, 2019.5.9.), “[文대통령 2주년 대담] “대북 식량
지원, 대화교착 열어주는 효과…여야대표 만나자”(서울신문, 2019.5.9.), “하반기
경제 회복 기대…최저임금 질문엔 두차례 한숨”(세계일보, 2019.5.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청와대,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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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 농가경제조사 주요 특징(농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3.)

◈ 통계청이 2019년 5월 3일 발표한 「20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작성한 보도참고자료
내용입니다.

♣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로 2018년에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

❍ 2018년 농가소득은 평균 42,06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특히, 지난 10년간 1,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하던 농업소득이 2018년 1,292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온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아울러, 직불금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강화 등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한 결과, 농가의
이전소득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져
❙소득종류별 농가소득(단위: 천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34,950
10,303
14,799
6,819
3,029

37,215
11,257
14,939
7,906
3,114

37,197
10,068
15,252
8,783
3,095

38,239
10,047
16,269
8,902
3,022

구성비
100.0
26.3
42.5
23.3
7.9

2018
42,066
12,920
16,952
9,891
2,302

구성비
100.0
30.7
40.3
23.5
5.5

증감률
(2018/2017)
10.0
28.6
4.2
11.1
-23.8

♣ 농업소득은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

❍ [농업소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등으로 농업총수입이 경영비보다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8.6% 증가

※ (증가액) 농업총수입 518만 원(16.9%↑), 농업경영비 230만 원(11.2%↑), 농업소득률(농업
소득/농업총수입×100): (2017) 32.9% → (2018) 36.1%

- (농작물수입)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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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미곡))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던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24.5% 증가(2017년:
5,426천 원 → 2018년: 6,756)

※ 수확기 쌀값: (2017) 153,213원/80kg → (2018) 193,568원
- (채소·과수)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사전적 수급조절 장치 강화, 대안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각각 14.8%, 11.7% 증가

※ 품목/물량: (2017) 무, 배추, 마늘, 양파 / 8% → (2018) 고추, 대파 추가 / 10%

❍ [축산물수입]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24.9% 증가

※ AI 발생: (2016/2017) 383건 → (2017/2018) 22건 → (2018/2019) 0건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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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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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외소득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
소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 증가

❍ [농업외소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 4.2%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017) 1,397명 → (2018) 1,524명
※ 농촌관광객 수: (2017) 1,111만 명 → (2018) 1,237만 명

♣ 이전소득은 직불금(밭·조건불리·친환경) 단가 인상,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이전소득] 직불제 단가 인상, 농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라 공적보조금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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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직불제 단가를 ha당 5~20만 원 인상※

※ 밭고정직불금(만 원/ha): (2017) 45 → (2018) 50
※ 조건불리직불금(만 원/ha): (2017) 농지 55, 초지 30 → 60, 35
※ 친환경직불금(만 원/ha): (2017) 유기 60∼120, 무농약 40∼100 → (2018) 70∼140, 40∼120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인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

※ 농업인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2017) 386천 원/월 → (2018) 399천 원/월
※ 기초연금 지급 소득기준액 완화(단독가구 기준): (2017) 119만 원/월 → (2018) 131만 원/월
※ 기준 연금액 증가: (2017) 20만 6,050원/월 → (2018.9.) 25만 원/월

- 농지연금 상품 개발, 홍보 강화 등으로 신규가입 활성화※

※ 농지연금 신규가입/누적 건수: (2017) 1,848건/8,631건 → (2018) 2,652건/11,283건
※ 농지연금총지급액: (2017) 673억 원 → (2018) 1,003억 원

♣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농가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함에 따라 농가
부채도 전년 대비 26.1% 증가

❍ 농가의 평균자산은 감소, 부채는 증가
- 경지규모가 클수록, 축사 등 자본집약적 품목일수록 상대적으로 농가부채가 커
- 스마트 팜 등 농업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용 부채가 28.9%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고정자본 형성 효과가 발생

※ 고정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32.3%), 기계기구비품(46.5%)이 크게 증가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연말 기준(단위: 천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농가자산
400,580 431,823 453,580 474,309
1)
- 고정자산
330,123 349,894 358,793 368,226
- 유동자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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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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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