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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접견 및 면담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Framwork) 개발 추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0개 과제 선정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
브렉시트 대비, 한-영국 FTA 추진 논의
스마트팜 장기보육과정 교육생 모집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이슈 브리프 ❙ 미국 LMO 주요 동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연령 증가세 지속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다층적 전략
언론 동향 ❙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 주요 내용

▮통계·조사
•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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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자료 : 청와대·기획재정부(2019.5.16.)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19.5.16.] 하여 향후 5년간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 한편,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 및 세종 중심의 행정 정착을 도모

※ 국가재정전략회의: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16번째 회의,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 (참석) 이낙연국무총리, 홍남기부총리등전국무위원, 여당･위원회주요인사등이참석
※※※ 2012～2018년 동안 청와대에서 개최

- (주요 논의사항) 지난 2년간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사항❙
순서

주요 내용

세션Ⅰ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등
-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재정운용방향 +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에 대해 토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여 전체적 재정의
운용방향과 보건·복지·고용, 환경, R&D 등 분야별 투자방향 간의
연계를 강화

세션Ⅱ

세션Ⅲ

사람투자

•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

사회안전망

•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 분배 개선 방안 중심으로
- 소득분배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논의

핵심
과제

재정혁신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
-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논의
-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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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Ⅰ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
-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
-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
➊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➋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며,
➌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고,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

-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관련,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평화가 곧 경제이며,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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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Ⅱ
2-1세션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발표
- 사람투자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
에서 미래인재를 양성
-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
❍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고,
산업계·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할 예정”이라고 언급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발언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
2-2세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발표
-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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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
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
❍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
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공유
❍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

세션 Ⅲ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
-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 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필요
-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
❍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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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접견 및 면담
자료 : 청와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2019.5.13.)·서울시(2019.5.14.)

❍ [문재인 대통령,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접견, 2019.5.13.] 문재인 대통령은 5.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방한 중인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
총장을 접견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
- (비즐리 사무총장) 최근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WFP, FAO의 공동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 우려, 이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공감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2019.5.13.] 강경화 장관은 5.13일
오후 외교부에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데이빗 비즐리(David Beasley)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방안, 북한 식량 상황 등을 협의
- (주요 내용) 전 세계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도‘기아 종식(Zero Hunger)’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비즐리 사무총장은 지난 5.3일 발표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련
의견을 상호교환,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지원관련협력 및 한국의 개발경험공유 등에 대해 논의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2019.5.13.] 2018년 우리 식량
원조로 제공된 쌀 5만 톤이 4개국(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에 분배되었고,
2019년에도 5만 톤을 동일 4개국에 지원 추진 중인바, 우리 쌀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세계 기아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WFP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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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2019.5.14.] 박원순 시장은 5.14일
오전 9시 서울시청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슬리(David M. Beasley) 사무
총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지
- (주요 내용) △북한 식량난 현황 및 취약 계층 기아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공유,
△서울시-세계식량계획(WFP) 간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모색 등
◈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식량안정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550만 톤 → 490만 톤),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였다고 밝히고,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 10만여 명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요청

- 오랜 가뭄과 폭염, 홍수, 적설량 감소 등으로 2019년 식량수요량 159만 톤 부족, 2019.1~5월
평균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저인 54.4mm로 식량 위기 지속 우려
◈ 이에 WFP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상황과 재해위험 여건을 감안하여 3개년에 걸친 지원계획
(WFP 북한프로그램 2019~2021)으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북한 내 인도적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WFP 북한지원계획(2019~2021): ① 영유아·임산·수유부, 결핵환자 영양 안정화·개선
및 현지 식량가공업체 역량 강화, ② 취약계층 대상 성인 지적 식량·생계지원, ③ 재해민
생명구호 등에 1억 6천 1백만 달러 규모 지원 활동
※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등에서 2천 5백만 달러 공여 완료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5.13.)

개요
❍ [기획재정부,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019.5.13.] 기획재정부는 5.13일
최재천 민간위원장 주재로 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 (개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설치, (설치근거)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2012.4월 제정), (구성) 22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구성(경제부총리와민간위원중1인이공동위원장)

- (주요 내용)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돌파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와 삶의 질이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미래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

- 6 -

⎗ 정책동향

➊ 다양한 미래 연구기관·학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래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연구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컨퍼런스를 2019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
➋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전략포럼을 신설(의장: 민간위원장)
하여 심층전략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미래연구네트워크 및 학계·국책연구소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
➌ 미래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9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

2019년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추진내용
1.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삶의 질 수준※은 소득 수준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 국내외 지표, 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삶의 질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삶의 질 제고 전략 수립

※ 삶의질 순위(OECD, 2017년, 38개국): (한국) 29위 (노르웨이) 1위 (미국) 8위 (독일) 13위
※※ 가처분소득, 일･가정 양립, 사회안전망, 공동체 생활, 환경･안전 등
<삶의 질 개념>
◈ (의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의미
◈ (지표) GDP 등이 국민 행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삶의 질을 반영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중
생산기관
한국
통계청
OECD
UN SDSN

2.

지표명
삶의 질 지표
(KQoL)
Better Life
Index
세계행복지수

지표항목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
인식, 주관적 웰빙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

❍ 우리 경제는 그간의 추격·모방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둔화가 고착화될 우려
❍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현황을 진단하고 인적자본 개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선 등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대응 전략 수립

※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소득) 부분을 의미
- 한국 연평균 TFP 증가율(%, OECD): (1991-2000) 3.5 → (2001-2010) 3.1 → (2011-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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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개최
자료 : 청와대(2019.5.14.)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9회 국무회의 개최, 2019.5.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
으로 이 조직은 2019.5.21일부터 2020.5.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규제자유
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신속하게 처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9.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
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1.1일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되며,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내로 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6.25일 대부업의
연체이율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연 24%로 정하여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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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Framwork) 개발 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5.15.)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 추진, 2019.5.15.] 향후
3년간 15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시티, 스마트이동체 등 6개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Framework, ‘표준 활용체계’)’를
개발 추진

※ 표준 프레임워크: 신속한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구성 및 활용 체계로서 ▲기존
표준 활용 전략, ▲융합 서비스 모델, ▲미래 표준 개발 전략 등을 포함한 ICT 표준
관점의 융합 제품･서비스 구축 지원체계를 말함.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분야❙

- (추진 배경) 최근 표준화는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기술과 산업 간 연결(상호운용성)
및 융합(서비스혁신)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표준개발 또한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체계로 변화가 필요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협업
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확산할 계획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연차 계획(안)❙
프로세스정립
(2019년)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세스 정립(가이드라인)
☞ 핵심 ICT 융합 제품·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개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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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동향
프레임워크개발
(2019∼2021년)

핵심 ICT 융합서비스 분야별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추진
☞ 표준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기반의 핵심 6대 분야별 ICT 융합표준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며, 민간(산업계) 및 정부정책 수요반영 병행 추진
☞ 표준 성숙도에 기반하여 6대 분야별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하며,
단계별(연차별) 결과물에 대한 보급/활용 추진

⇩

보급·확산
(2021년∼)

ICT 융합
제품·서비스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발된 표준 프레임워크 보급·확산 추진(공청회 개최)
☞ 개발된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결과 공유(보급)와 이해당사자들의 수요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검증/보급)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예상성과 및 관련 부처 현황❙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예상성과

비고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효율적인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공통 개발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가이드

부처별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성
환경부 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제조 분야 시장/
확보 (정보화기획과, 융합신산업과)
기술/표준 전문가 풀 구성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
① 스마트시티
융합표준 스마트시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략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분야
프레임워크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진흥과)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공청회 개최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전문가
협의체

② 스마트
이동체
분야

전문가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성
환경부 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에너지 분야 시장/
확보
기술/표준 전문가 풀 구성

융합표준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전략
프레임워크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공청회 개최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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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 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환경부(교통환경과)

⎗ 정책동향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전문가
협의체

예상성과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전문성
기업부 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제조 분야 시장/
확보
기술/표준 전문가 풀 구성

③ 스마트공장
융합표준 스마트공장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략
분야
프레임워크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공청회 개최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전문가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전문성
안전처 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헬스 분야 시장/
확보
기술/표준 전문가 풀 구성

④ 스마트헬스 융합표준 스마트헬스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략
분야
프레임워크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⑤ 스마트팜
분야

⑥ 스마트
에너지 분야

공청회 개최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전문가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문성
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팜 분야 시장/기술/표준
확보
전문가 풀 구성

융합표준 스마트팜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략
프레임워크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공청회 개최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전문가
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전문성
정책개발자 및 스마트에너지 분야 시장/기술/표준
확보
전문가 풀 구성

융합표준 스마트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략
프레임워크 기여 가능한 표준 활용 및 개발 전략
개발
공청회 개최

개발된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내용 검증/보완 및 검증,
수요자 대상 홍보/보급
보완

부처별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스마트융합분야의시장및환경변화그리고정부정책과연계하여융합표준프레임워크개발대상분야를선정
하여 개발 추진
❍ [향후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표준화 대응 전략이 중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하여 표준이 기술 및 시장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 효과] ICT 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시장 확산이 빨라지며, 국민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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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10개 지자체 선정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2019.5.13.)

개요
❍ [행정안전부, 장애인 권리 보장,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등 5개 분야 10개 지자체 선정
지원, 2019.5.13.]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공감e가득※’
사업)를 추진해 왔으며, 2019년에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종 5개※※ 분야 10개 지자체를 선정

※ 공감e가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
※※ ① 장애인 권리 보장, ② 고령자 삶의 질 향상, ③ 지역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④ 주민참여 기반 강화, ⑤ 기타 신규
❙선정과제(10개) 목록❙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및 주요 내용

 장애인 권리 보장
1

충청북도

• 네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스케치: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DB구축, 충청북도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앱과 연계) 구축,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서비스 교육 실시 등

2

제주특별자치도

• 모바일 무장애여행 관광지 길 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확대 구축: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지 확대 제공 및 모바일 길안내 서비스 구축, 무장애여행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매뉴얼 제작

3

광주 남구

• “세상을 향한 만남” 무장애 남구 BF여행 플랫폼: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관광·편의시설
데이터 구축, 함께 만드는 디지털 여행지도 서비스,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서비스, 장애인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서비스 등 제공

4

광주 광산

• IoT를 활용한 원스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 안내,
IoT 기기와 망 연계를 활용한 자동과태료 부과, 행복e음, 새올, 자동차등록망 등 연계, 광산구
빅데이터 표준분석시스템 연계 및 인식개선 캠페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5

전남 신안군

•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신안군 임자면 독거, 치매, 중증장애인 대상
케어시스템 보급, 복지 TF팀 운영을 통한 민·관 연계로 안전 돌봄 지원

6

경남 고성군

• 할매들의 온라인 장보기 프로젝트-터치터치: 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 내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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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및 주요 내용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7

서울 광진구

• 함께 만드는 불안 Zero 스마트 도시 조성: 골목길 안전을 위한 스마트LED 도입, 여성 안심을
위한 불법 촬영 탐지기 비치 및 대여,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기반 강화
8

대구광역시

• 지능형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및 확산: 음성인식 기반 제안
접수와 자동배분 접수 기능 구현, 오픈소스화 및 시·군·구 확산을 위한 지원

9

강원 춘천시

• 주민소통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시정 참여 플랫폼 구현을 통한 주민 정책제안 검토·숙의
프로세스 구현, 시민주권 강화 정책 및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동 소개 연계

 기타 신규
10

전남 광양시

• Smart@Home(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시스템) 구축: 가구 내 층간 소음 저감 솔루션 설치
및 50dB 이상 감지 시 실시간 알림을 통해 소음 발생 환기와 주민 간 분쟁 사전예방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분야 개요>
◈ (1. 장애인 권리 보장 분야)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나 가상현실
(VR)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여행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와 효율적 과태료 부과로 장애인 주차권을 보장하는 사업
◈ (2.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분야) 독거·치매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파악해 대응함
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마련해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
◈ (3.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분야) 노후 주택밀집지역 골목길 안전을 위해 스마트 조명, 보행자 사고
사전 예방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
◈ (4. 주민참여 기반 강화 분야) 시민의 정책제안 문턱을 낮추고 검토 및 숙의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5. 기타 신규 분야) 아파트 가구 내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실시간 알림을 통해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

-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광권, 노령자 안전 돌봄, 골목길 안전,
층간 소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

※ ‘스스로해결단’: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서 각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업을 주도하게 되며, 비슷한 지역현안을 가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유
-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10개 사업의 스스로해결단이 참여하는 ‘스스로
해결단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5월 말 개최하여 분야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할 수 있는 분과를 구성하는 한편, 사업별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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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0개 과제 선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5.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0개 과제 선정, 2019.5.13.] 지난
3.6일부터 4.16일까지 총 10개 분야 44개의 공모 과제를 접수받아, 분야별 평가 및
종합평가 등 총 2차례의 평가절차를 거쳐 7개 주요산업 분야와 3개 기타분야 등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
- (주요 내용)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2차례※※에 걸쳐 64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거쳐 2∼3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1차 공모(플랫폼 10개소 + 센터 80개소), 2차 공모(센터 20개소)
※※※ 플랫폼(240억=24억×10개소), 센터(400억=4억×100개소)
❙공모과제 접수 결과 총 44건(9개 주요산업 28건 + 기타 16건)❙
계
(센터)
44
(370)

금융

환경

3
(30)

3
(26)

문화
미디어
4
(31)

교통
1
(7)

국토
도시
3
(17)

헬스
케어
7
(56)

에너지
-

유통
물류
2
(21)

농수산

통신

기타(3)

3
(24)

2
(23)

16
(135)

❙공모과제 선정 현황(요약)❙
분야

플랫폼 주관

금융

비씨카드

환경

문화·미디어

수자원공사

센터 구성

플랫폼 주요 내용
• 금융(대출, 보험, 증권), 비금융(통신,
7개
소셜,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를 융합
(노타, 닐슨코리아, 다음소프트, SBCN,
하여 소상공인 창업 지도 서비스 및 국민
망고플레이트, 해빗팩토리, KT)
금융생활 플랫너 서비스 등 제공
9개
(기상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세종대, 성균관대, GDS컨설팅그룹,
그린에코스, 아이렉스넷)

• 물, 기상·기후, 미세먼지, 지질·재해, 생태·
자원, 화학·물질, 환경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스 및
대기질 야외활동 추천 서비스 등 제공

10개
• 문화, 숙박, 레져, 음식, 상권, 도서·출판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문화여가 종합
문화정보원 문화예술위원회, 야놀자, 청소년활동진흥원,
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
엔코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레드테이블,
서비스 등 제공
레드타이, 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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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통

헬스케어

유통·물류

플랫폼 주관

센터 구성

플랫폼 주요 내용
• 실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열차, 고속도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유동인구, 주차
8개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울산시, 포항테크노파크,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로 및 대중
아이나비, SKT, KT, KST파킹, KCB)
교통 개선 서비스 및 스마트 시티 지원
서비스 등 제공
• 10대 암종별 임상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5개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진단·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연구개발 등 활용

매일방송

10개
(나이스디앤알, 다음소프트, 데이블,
로플랫, 빌트온, 식신, 온누리에이치엔씨,
지인플러스, KCB, 우편사업진흥원)

• 유통상품, 카드결재, 택배송장, 통신,
부동산, 상권, 물류, 맛집, 중고차시세,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제공

15개
(비씨카드, 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 유통인구, 상권, 카드소비, 관광, 교통카드
정보,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권
소상공인연합회, 연세대, 고려대, 경기대,
통신
케이티
이화여대, 충북대,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두잉랩, 코난테크놀로지, 오픈메이트,
등 제공
넥스트이지, 네스)
•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8개
기업 고용·복리후생, SNS 등이 데이터를
(빅밸류, 한화손해보험,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 더존비즈온
한국무역정보통신, 와이즈넛, NICE평가정보, 융합하여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및
산업기술진흥협회, 인크루트)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스 등 제공

기타 지역경제

산림

경기도청

9개
•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일자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용평가, 카드사정보, 경기도 인구·주거·
경기일자리재단, 더아이엠씨,
환경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 소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패턴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한국기업데이터, 코나아이,
서비스 등 제공
머니스트레스예방센터)

• 임업, 등산로·숲길·자전거, 대중교통,
8개
(비글, 아로정보기술, 네이처링, 인포보스, 산악기상, 산림재해, 항공영상 등의
임업진흥원
복지진흥원, 시선아이티, 우림엔알,
데이터를 융합하여 트래킹 서비스 및
삼아항업)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제공

❍ 이번에 선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참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얼라이언스를
6월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플랫폼 및 센터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와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체계도 마련
-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각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모전, 창업
지원,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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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
자료 : 고용노동부(2019.5.14.)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지난 5.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
-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
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
-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 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약 7조 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 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 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
❍ [고용노농부, 5월 중 공익위원 위촉] 지난 5.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
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
-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
으로 위촉을 추진
❍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지금까지 노사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
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 지난 3.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근로자 심층면접(FGI) 실시(2018.11월～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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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
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
위원 간에 공유하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여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 추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 수행(2019.4.12., 4.29., 5.10. 개최)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
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
❍ 올 7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20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

※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2018.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 20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 2019.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 주 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

※ 한 명이라도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 [노선버스] 최근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5.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며, 특히
5.12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5.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
❍ [방송업] 300인 이상 18개소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
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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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
❍ [교육서비스업] 300인 이상 189개소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
❍ [향후 계획]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 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
-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
-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

201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자료 : 고용노동부(2019.5.13.)

❍ [고용노동부, 201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2019.5.13.] 올해(2019년)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를 하고 65개 기관을 새로 인증※하였으며, 이로써 총 2,201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서 46,443명(취약 계층 27,991명)의 일자리를 창출

※ 2019년 전체 116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018년) 같은 기간(75개소 인증)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수치

- (주요 내용) 이번에 인증 받은 곳 중에는 노숙인 및 저소득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제품 개발, 질병 관리 애플리케이션, 공정무역을 통한 저개발국
생산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한 곳이
많은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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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수>

<사회적기업 고용자 수>

미세먼지 문제 해법 위한 토론방 개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2019.5.14.)

❍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 국민생각함에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 2019.5.14.]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9일부터 6.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
- (주요 내용)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
생각함’(idea.epoeple.go.kr) 특별관에서 진행되며, 자유토론 및 심층토론과 함께 관계기관·
전문연구기관·시민단체도 토론에 참여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국민의견에 응답·소통
◈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
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댓글 형식
으로 안내할 예정
◈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
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정책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
◈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2019.4.29. 출범)에 전달해 ‘국민대토론회’ 등의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
<국민생각함 개요 및 활용방안>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개요)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행정의 적용‧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2016.3.28. 개통)
◈ (활용방안)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개선, ②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시
‘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추진,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보완 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방지)

- 19 -

⎗ 정책동향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5.10.)

개요
❍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9.5.10.]
문재인 정부 출범 2년(2019.5월)을 맞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며, 2017.11월 출범한 제3기 시민
사회발전위원회(2017.11.20.~2019.11.29.)의 성과(제도개선, 국정과제)를 정리·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

※ (참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

- (주요 내용)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진단 및 평가를 위해 1)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2) 제도
혁신, 3) 민관협치, 4) 시민참여 순서로 진행

※ 1)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 3) 장수찬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

주요 내용
❍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인사말] 문재인 정부는 사회운동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민사회발전위도 정책과
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
- 한국 사회는 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국가 중심에서 시민주도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변화 가운데 있으므로, 촛불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변화를
제도개선, 민관협치, 시민참여 등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권태선 위원, 기조발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여전히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사회도 협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
-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시민사회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
해주고, 이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을 통해 각자 주어진 몫을 다할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
❍ [주성수 위원, 제도혁신/주제발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핵심이 되는 시민사회기본법,
비영리단체지원법 등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는 제도혁신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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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확대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효성 제고와 정부시민사회 간 협약 마련 등을 제안
❍ [장수찬 위원, 민관협치/주제발표]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주권자
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 민관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 기반형 법정위원회※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시민대표성 강화, 위원회 공동운영 및 정기개최, 중간지원기관 구성, 민간파트너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

※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단체･전문가들이 국가의 기본계획수립 검토, 제도개선, 정책평가
등에 관여하는 위원회
❍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 시민참여/주제발표] 촛불 이후 정부에서도 청소년, 여성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구조적으로 누락되고 시민은 아직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
- 온-오프라인 융합적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권한을 배분하고 그 권한 행사를 보장
해야 한다고 언급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 (목적 및 근거)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

※ 제1기 위원회(2013.6.20.∼2015.6.19.), 제2기 위원회(2015.8.26.~2017.8.25.)
◈ (구성)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제3기 위원회: 2017.11.20. 출범)

- 민간위원(22명)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간사)이 정부위원(6명)으로 참여(2017.12.29.)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 구성(同 위원회 규정 제5조 제4항)
※ ① 시민사회발전기반 조성, ② 사회책임·사회적 가치 확산, ③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및 운영) 다음 사항을 심의(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

- (심의)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사회 발전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사항 등
- (운영) 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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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국 FTA 추진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5.15.)

❍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 개최, 2019.5.15.] 최근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EU FTA를 기반으로 지속 되어 온
양국 간의 특혜무역 혜택을 중단 없이 유지하며, 한-영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

※ (한국 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 (주요 내용) 정부는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한-영 FTA가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되도록 추진
- (주요 경과) 한-영 FTA 체결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조사(2018.2~5월)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2018.11월)·국회보고(2019.2월)를 마쳤고, 5차례에 걸친 한-영 무역
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FTA 추진방안을 논의

※ 참고: 지난달 4.10일EU 특별정상회의에서당초 4.12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시한을 조건부
(영국이 유럽연합의 정상적인 기능(EU 의회 선거 참여, 5.23.～26.)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시한을 10.31일로 연기)로 10.31일까지 연기한 바 있음.
❙한국-영국 교역 동향(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무역협회)❙

구분
금액
수출
증가율
금액
수입
증가율
무역규모
무역수지

2011
49.7
△10.5
38.2
16.9
87.9
11.5

2012
49.0
△1.5
63.7
66.8
112.7
△14.7

2013
47.3
△3.5
61.9
△2.7
109.2
△14.6

2014
57.8
22.3
74.5
20.2
132.3
△16.7

2015
73.9
27.8
61.3
△17.7
135.2
12.6

2016
62.9
△14.9
52.1
△14.9
115.0
10.8

2017
81.2
29.1
63.2
21.2
144.4
18.0

2018 2019.1Q
63.6
16.6
∆21.7
37.2
68.0
12.4
7.8 ∆23.9
131.7
29.1
∆4.5
4.1

❙한국-영국 10대 수출입 품목(2018년 MTI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무역협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수출
품목명
승용차(7411)
선박(7461)
해양구조물(7462)
항공기부품(7472)
자동차부품(7420)
건설중장비(7251)
축전지(8352)
합성수지(2140)
제트유및등유(1333)
타이어(3203)

수입
금액
1,470
1,072
524
380
261
191
149
142
134
130

증가율
∆2.5
27.1
∆80.0
2.3
8.7
∆0.8
4.2
40.0
0.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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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원유(1310)
승용차(7411)
의약품(2262)
원동기(7111)
주류(0157)
항공기부품(7472)
계측기(8151)
합성수지(2140)
농약(2261)
펌프(7112)

금액
2,329
1,073
326
181
150
115
113
102
99
79

증가율
22.1
12.8
30.2
8.6
1.4
82.8
∆1.2
∆4.4
5.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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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스마트팜 장기보육과정 교육생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4.)

개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장기보육과정 교육생 104명 모집, 2019.5.14.] 2019년도 정부 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5.13일부터 7.12일까지 청년 교육생 104명을 모집
- (주요 내용)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무료 교육, △스마트팜
혁신밸리내 보육센터(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경북 도농업기술원(상주))에서 교육,
△교육 수료 시 혁신밸리 장기 임대농장(최대 5년) 성적 우수자 우선 입주,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및 농촌공사 관리 농지 임대 알선, 지자체별 청년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주요 내용
❍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
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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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교육(입문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
실습 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혁신밸리 내 경영실습용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으며, 해외컨설턴트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
❍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성적 우수자, 최대
5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는 경영실습 과정(1년) 시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 혜택
- 보육센터별로 전북은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 경북은 청년농업CEO 자금지원 등 지역별 사업들과
연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
<2019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개요>
◈ (목적)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 (사업내용) 전공에 관계 없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장기
보육(최대 20개월, 교육비 무료) 프로그램 제공
◈ (수료자 혜택)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장기 임대 농지 알선,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알선,
시도별 청년사업 연계 지원 등
◈ (추진 체계) 신청접수 및 선정 등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보육센터※에서 주관, 대학에서는
신청 안내 및 사업내용 홍보 협조

※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보육센터에서 각 52명씩 104명 선발 운영
◈ (신청 대상) 전공에 관계 없이 스마트팜 취·창업 희망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누구나
가능하며, 재학생인 경우는 휴학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장기교육이 가능한
청년만 가능하며 방송통신·사이버 등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 재학 청년은 가능
◈ (모집 공고) 사업안내: 2019.5.13.~7.12., 신청・접수기간: 6.10.~7.12.
◈ (신청 방식) 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로 선발
◈ (신청 안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사이트에 게재된 모집 공고 참고

❍ [기대 효과]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과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확대와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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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3.)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2019.5.13.]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농업 실천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을 운영

※ 2012년부터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정서 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는, 도시농업 실천과 관련한 교육 과정으로 최근
취미･여가 활동 등 도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옥상정원과 텃밭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에 비중을 둠.

- (주요 내용) △운영기간… 5.13일~15일까지 3일간 운영, △교육대상…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등 30여 명, △교육내용…도시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수목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견학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 (기대 효과) 공무원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2019.5.15.)

❍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2019.5.15.] 정부
혁신의 하나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보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기반의 농업활동 지원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공공
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 중 국민 수요기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게 가공하여 개방하는 정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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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누리집 주소…data.go.kr(누리집에 접속하여 ‘팜맵’ 검색), △서비스개시일…
2019.5월부터 전면개방※ 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팜맵, 팜맵 기반 농업기상, 병해
충 발생, 토양분석 정보 등※※

※ 2018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 5월 전면개방 서비스 제공
※※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1) 팜맵 정보, 2) 팜맵 기반 농업기상정보(일별, 시간별), 3) 팜맵 기반 병해충발생정보,
5) 팜맵 기반 토양분석정보
<농경지 전자지도 ‘팝맵’이란?>
◈ 농식품부는 정보 기반의 과학 농정 추진을 위해 전국 농경지 약 1,300만 건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2014~2016년)하고 현행화(2017~2018년)하였으며, 전국 농경지에
대한 모집단으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제공·활용 중임.
◈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기반으로 농업기상정보, 토양분석정보, 병해충 발생 정보 등이
연계되어 작물 재배의 알맞은 땅 선정, 작물종류 변경 분석 등 농경지 공간정보 간 융·복합
분석이 가능함.

- (기대 효과) 개방되는 정보를 활용할 경우 농경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농업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정밀 무인 항공방제와 같은 신규 사업 창출에도 기여, 또한 학계·연구
기관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향상에도 활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기획판매전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품 기획판매전 실시, 2019.5.16.] “우리집
식탁엔 GAP가 딱 EASY※”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롯데마트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기획판매전을 개최

※ 의미: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 위해요소, 원산지, 가격 등 많은 것을 보고
고민해야 하나 GAP 마크 하나로 해결

- (주요 내용) △기간…2019.5.16.~5.22.(7일간), △장소…롯데마트 전 지점(120개 지점), △행사
내용…농산물우수관리(GAP) 과일 등 제철 농산물 기획판매 및 시식회
- (향후 계획)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수확 후 관
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2019년 하
반기에는 농협, 풀무원 푸드머스 등 대형유통업체와 기획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된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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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란?>
◈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 다양한 식품 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 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함.

❙연도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실적(단위: 개, 건, 농가, ha, 톤)❙
연도
2018
2017

대상품목
전품목
전품목

인증품목
241
223

인증기관
55
52

2016

전품목

176

46

2015

전품목

153

2014
2013

전품목
전품목

2012

관리시설(개)
805
799

농가수(농가)
86,789
86,091

면적(ha)
101,815
103,270

802

74,973

88,859

44

707

53,583

65,410

136
129

44
48

681
756

46,323
46,000

58,762
58,703

전품목

110

51

718

40,215

55,215

2011

전품목

89

49

606

37,146

49,548

2010
2009

전품목
전품목

86
59

45
43

565
484

34,421
28,562

46,701
40,081

2008

105

59

38

417

25,158

37,129

※ 대상품목 확대(2009.12.19.):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품목군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현황(단위: 농가)❙
2016년도
농가수
비율(%)
74,973
100.0
28,580
38.1

2017년도
농가수
비율(%)
86.091
100.0
31,793
36.9

2018년도
농가수
비율(%)
86.789
100.0
33,446
38.5

식량작물류

28,304

37.8

32,047

37.2

29,550

34.0

채소류

14,194

18.9

17,944

20.8

19,264

22.2

약용작물류
버섯류

3,316
481

4.4
0.6

3,364
563

3.9
0.8

3,369
678

3.9
0.8

특용작물류

98

0.2

380

0.4

482

0.6

구분
합계
과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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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자료 :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19.5.17.)

❍ [국방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5.17.] 군 급식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협약기관 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위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
- (추진 목적) 급식 관련 3개 부처가 협력하여 60만 군 장병이 먹고 있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조리병 교육 및 조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및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 등
- (향후 계획) 국방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는 협약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업
프로그램※을 이르면 2019.7월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

※ 조리병 교육, 장병 대상 식생활 교육,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군 급식 합동위생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추천 등
- (서주석 국방부 차관) 군 급식의 발전을 위하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군 급식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농촌과 군이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 장병들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우리 수산물을 먹게 되고, 어업인들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수산물 공급 확대와 더불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 등을 위해 조리병 교육도 지원
하고, 신규 조리법 등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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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7.)

개요
❍ [농식품부, 중·만생종 양파, 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2019.5.17.] 수급 안정대책 발표
(4.25.) 후 작황 정보와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

수급안정 대책
❍ [중·만생종 양파, 마늘 생산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 관측치, 현장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5월 하순 이후 본격 수확되는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생산량은 각각 128만 톤(평년 대비 13%↑), 37만 톤(평년 대비 20%↑)내외 수준 예상※

※ 이를 반영한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평년 대비 과잉 생산량은 각각 15만 톤, 6만 톤
내외로 예상되어, 수확기 산지가격 약세 우려

❍ 정부는 다각적인 소비촉진을 통해 가격조정에 따른 수요 증가분을 최대한 시장에서 흡수
하도록 하되, 일부 물량은 수매비축, 수출 촉진, 산지 출하정지 등 시장격리를 병행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
❍ 양파·마늘의 효능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특판행사 등 소비
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보다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양파·마늘의 과잉물량 일부는 수출 촉진, 수매비축, 산지 출하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동시에,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노력도 병행하여 과도한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
- (양파) △농협 등 생산자단체 주도로 대만 등에 수출이 확대(1만 5천 톤 내외)될 수 있도록
물류비 등을 지원, △단경기 수급상황 대처 등을 위해 일정 물량(6천 톤 수준)을 수확기
즉시 수매비축, 작황상황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의 상당량(1만
2천 톤 내외)을 출하 정지할 계획
- (마늘) △단경기에 대비한 수매비축을 확대(5천 톤 수준)하고, △농협 계약재배 수매물량
(4천 톤 내외)을 확대, △국내산 마늘의 종자 활용을 촉진하여 종자용 쪽마늘 수입 저감
(1천 톤 수준)도 유도할 계획
- 유통협약 등을 통해 산지조합·생산자·유통인 책임하에 품위 저하품의 미출하 등 자율적
수급조절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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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3.)

❍ [농식품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2019.5.13.] ‘유엔식량농업
기구(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3.18.)에 따라, 5.13일 서울시 글로벌센터
빌딩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 (역할) 세계 식량안보 기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FAO 간 협력 및 교류 확대, 민간·
학계 등과 파트너십 촉진 등
-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농정경험·기술전수 등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통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위상 강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
- (향후 일정) 사무소장 및 직원 선발 이후, 2019년 하반기 업무 개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제기구 수장 등과 양자면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3.)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제기구 수장 등과 양자면담 통해 관심사항 논의, 2019.5.13.]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 수장, 아랍에미레이트(UAE)
식량안보특임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자 간 관심 사항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

※ 데이비드 비슬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13:30～14:00)과의 면담 내용은
앞서 총괄정책 동향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접견 및 면담” 참고

- (길버트 호응보(Gilbert Houngb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면담) IFAD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식량위기 극복에 상호 간 적극 협력하기로
- (마리얌 알무헤이리(Mariam Al Mheiri) 아랍에미레이트(UAE) 식량안보특임장관 면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등 양국 간 농업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UAE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또한 UAE에서 추진 중인 식품산업단지 조성, 수직농장 및 도시농업 등 미래농업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내용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

※ 2018.3월 우리 정상의 UAE 방문 이후 양국은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양국
농업기관 간 스마트팜, 가축케어, 대추야자, 벼재배 등 4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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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한-폴란드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3.)

❍ [농식품부·(재)한식진흥원, 한-폴란드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2019.5.13.] 농식품부와 (재)한식
진흥원은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함께 5.13일부터 5.31일까지 한식문화관에서 ‘한-폴란드
음식문화 교류전’을 개최
- (개최 목적) 한-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식품
분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
- (주요 내용) △일정…2019.5.13.~5.31., △조리시연※…양국 전통 가정식 조리시연 및 시식,
△강연…한국과 폴란드의 음식 그리고 문화·역사 이야기, △전시…양국 대표 식재료,
밥상문화, 조리기구 및 식기류

※ 신창호 셰프(‘주옥’), 카를 오크라사 수석주방장(바르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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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7.)

❍ [농식품부,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2건)
추가 확인, 2019.5.17.]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 1건, 순대 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8회 17건 검출(소시지 9,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 1)
※※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
(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

- (주요 내용)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일본 31, 대만 48, 태국 9, 호주 46건
※※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위한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2019.5.17.]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수시)을 실시

※ (기존) 정기점검 1회/월 → (강화) 정기점검 1～2회/월, 수시점검 4회/년

- (주요 내용) △대상…주요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 업체(29개소※), △기간…5.17.~24.(8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8개반 16명), △점검…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의
하역·운반·소각 과정의 적정 처리 여부

※ 항공기 취급업 19, 폐기물 처리업 7, 항만 용역업 3개소 등 총 2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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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미국 LMO 주요 동향 등
이슈 브리프

미국 LMO 주요 동향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표한 “국가별 LMO 동향: 미국”(KBCH 동향보고서: No.
2019-02, 2019.3.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미국 농무부(USDA)는 2016년 7월에 제정된 GM의무표시제 세부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최종안을 발표함.
- 최종안에는 ‘Bioengineered’, ‘Bioengineered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승인된 작물에 한해서,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함.
- 표시제는 2019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이행, USDA의 의무
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FDA는 2019년 3월 8일 GM연어의 수입을 승인함.
❍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서 USDA는 2018년 3월 28일,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Am I Regulated?’ 절차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임.
❍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중국과 필리핀에서 개발된
Bt쌀과 황금쌀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019년 2월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된 대두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을 확인함.
❍ 미국 내 재배 및 수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GM작물 수입승인 지연 문제가 2019년
1월 중국 농업부가 5개 작물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여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임.
<주요 특징>
❍ 미국은 처음으로 GM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진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립보건원(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 연방기관의 안전
관리방안은 다른 국가의 GMO 관리지침의 토대가 됨.
❍ GM작물 재배면적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GM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 다양한 GM 작물을 재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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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된 GM작물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는 세계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전 분야에 걸쳐 GMO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법·제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미국은 수출국의 입장으로 G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등
에서 보다 자유로운 GMO의 이동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음.
❍ [규제체계]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가 미국 GMO 규제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음.
- 2015년 7월, 백악관은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고(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발표하였고, 2016년 9월 16일 협력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7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함.
- 협력체계 개선안에서 생명공학제품 관리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과 관련 법, 그에
따른 역할은 아래 표와 같음.
❙협력체계 개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별 역할 및 관련법❙
기관

USDA

역할 및 관련법
• 동식물검역원(APHIS):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가축 보호, 식물 해충 및 독성잡초로부터 농업
식물 및 농업 자원 보호,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및 효과 검증
- 동물건강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HPA)
-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PPA)
- 바이러스·혈청·독극물관리법(Virus-Serum-Toxic Act; VSTA)
• 식품안전성검역원(FSIS):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공공보건(FDA는 식품
소비 목적의 고기, 가금류, 달걀, GM동물 유래 어류의 안전성 검토를 FSIS에 통지)
- 연방육류검역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
- 가금류검역법(Poultry Products Inspetion Act; PPIA)
- 계란류검역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

FDA

• 식품 및 사료, 화장품,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료장비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규제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를 통해
GM식물 유래 식품 및 사료, GM동물, GM유래 인체용 의약품, 생물제제, 의료장비 규제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 PHSA)

EPA

• 살충제 및 화학물질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생명공학제품이 새로운 생물체일 경우 규제
-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section 408(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 독극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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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 현재까지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GMO 표시를 할 수 있음(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업의 자발적 표시를 위한 가이드」
발표).
- GMO라 하더라도 구성성분이 기존제품과 같다면, GM표시를 하지 않고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 가능함.
- 그러나 구성성분, 함량, 알레르기 반응 등 GM제품이 기존제품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함(Ex. 고올레인산 대두 등).
❍ 2016년 7월, 상원 농업위원회는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을 개정하여 GM 의무 표시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7월 7일 상원, 7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되어
2016년 7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법안이 시행됨.
- 시행된 법안에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버몬트시(州)에서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된 표시제 법안은 무효화 됨.
<법안(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의 주요 내용>
◈ “생명공학(Bioengineering)”의 정의: 생명공학(Bioengineering) 식품이란 재조합 DNA 기술을
통해 변형된 유전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전통 육종 방식 및 자연 발생한 원료는 생명
공학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제조업자들은 텍스트, 기호, 전자링크(“더 많은 정보를 위해 여기를 스캔해주세요”라는 문구를
포함) 중 표시 방식을 선택하여 제품에 표시할 수 있음.
◈ 연방 차원의 GM 의무표시 법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시(州) 차원의 GM의무표시제 시행 및 도입 노력은
차단됨.

❍ 미국 농무부(USDA)는 의무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표시 방법 중 하나인 전자링크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7년 7월에 결과를 발표함.
- 무선인터넷 혹은 개인 네트워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농촌지역 및 소매점) 및 한계
파악, 기술적 인프라 문제들을 다루는 노력과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 USDA는 ‘NBFDS(안)’을 발표하였고,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2018년 12월 20일, ‘국가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최종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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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으로는 1) Bioengineered 또는 BE 표시 사용, 2) 2022년 1월1일부터 의무적 시행,
3) 표시대상은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것, 4) 표시방법은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 ‘뉴스앤이슈-미국 식품표시제 규정’ 참조

❍ 2019년 3월 8일, FDA는 USDA의 표시제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GM연어의 수입을 승인
한다고 발표함.
- FDA는 의무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발적 표시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더이상 표시제
규제기관이 아님을 밝히며, 이제 GM연어 알을 수입하여 내륙의 양식장(인디애나州)에서
양식이 가능하게 됨.
- GM연어는 2015년 상업적 승인을 받았지만 표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업화를 금지해왔음.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규제 방향

❍ 2018년 3월 28일, 농무부(USDA)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포함한 신육종 기술에 대하여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USDA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부터, ‘Am I Regulated?’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며, USDA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FDA와 같이 다른 규제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농무부 장관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혁신을 허용하며, 기술 중심의 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힘.
-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개발된 식물의 효율적인 규제 이행 절차 마련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Am I Regulated?’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연구개발현황>
❍ 미국은 여전히 GM작물 개발 및 도입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신기술
(유전자가위)을 접목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업(몬산토, 다우, 듀폰, Caylxt, Yield 10 Bioscience 등)들과 정부의 R&D
의지가 높아 예산 및 연구 활동이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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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에 대한 연구결과로 갈변방지/발암물질저감 감자, 갈변방지 사과, 속성장 연어 등
다양한 GMO를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인도주의 차원의 빈곤 지역의 주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영양 강화 바나나, 카사바 연구에 협력·지원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GM작물 시험재배 역시 초기보다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다양한 GM작물에
대한 시험재배가 수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만 총 556건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음.

※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permits-notifications-petitions/sa_p
ermits/ct_status/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작물 형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USDA APHIS는 ‘Am I Regulated?’ 절차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에 대한 규제 여부를 알려주고 있음.
- USDA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FDA와 EPA의 승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함.

※ 2019년 2월 FDA는 2015년에 USDA로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올레산
함량을 증대시킨 대두(FAD2KO)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림.
❙USDA APHIS로부터 규제 예외 대상이라고 확인받은 신기술로 개발된 작물❙
날짜

기관

대상

이용기술

9/27/2018
8/6/2018
7/12/2018
5/14/2018
3/20/2018

Yield10 Bioscience
Illinois State University
Iow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Calyxt, Inc.

카멜리나
Pennycress
옥수수
토마토
영양강화 밀

CRISPR
CRISPR
CRISPR
CRISPR
TALEN

자료 출처: USDA APHIS
<승인현황>

❍ [식물] 2019년 2월까지 USDA APHIS에 의해 재배 승인된 GMO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permits-notifications-petitions/
petitions/petition-status)

- USDA APHIS는 126건의 GMO에 대해 재배 승인을 내렸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해서는 FDA
와의 협의과정(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Biocon)을 거치고 있음.
- 승인된 작물로는 옥수수, 감자, 대두,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벼, 치커리,
사과, 잔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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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는 2018년 중국이 신청한 해충저항성 벼와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신청한 비타민 함량
황금쌀, 브라질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사탕수수에 대해서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함.

※ 3개 작물 모두 미국 내에서 재배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GM벼에 대한 재배
승인을 결정한 국가는 없음. 그러나 해충저항성 사탕수수는 브라질에서는 재배가 승인됨.
❍ [동물] FDA는 2015년 11월 19일, 속성장 GM연어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하였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업화가 보류되었으며, 2018년 12월 USDA에서
표시제를 마련함에 따라 GM연어의 수입을 허용함.
- 이미 FDA는 2018년 4월, AquaBounty社가 인디애나주에 연어 생산 시설 설치에 대해 승인
하였고, 이번 승인에 따라 GM연어 알을 수입하여 생산시설에서 양식을 할 수 있게 됨.
<재배현황>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로 1996년 GM작물이 도입된 후부터
재배면적에 있어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ISAAA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GM작물 전체 재배면적은 7,500만 ha로 전년 대비
200만 ha가 증가하였음.
- GM옥수수※는 3,384만 ha, GM대두는 3,405만 ha, GM면화는 458만 ha, GM알팔파는 122만 ha,
GM카놀라는 87.6만 ha에서 재배됨.

※ 2016년 옥수수의 낮은 가격과 높은 재고량 때문에 3대 작물(옥수수, 대두, 면화) 중
GM옥수수 재배면적만 전년 대비 감소함.
❙미국 작물별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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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 GM품종 채택률은 대두 94%, 옥수수 93.4%, 면화 96%※이며, 3개 작물 평균 채택율은
94.5%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GM옥수수와 GM면화는 복합형질 재배면적(80% 이상)이 우세함.
- 리그닌 함량이 낮은 GM알팔파 품종은 201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0만 ha
에서 2017년 80만 ha로 300% 증가함.
- 2017년 갈변방지 사과인 ArcticⓇApple의 재배면적은 20ha 증가한 101ha에 달함.
<수출입 및 이용현황>
❍ 대두와 면화의 수출 감소에 따라, 2019년 농업 수출액은 1,4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억
달러가 감소, 수입은 5억 딜라 증가한 1,2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대두 수입국인 중국과 무역마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고, 미국 내 대두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
- 면화는 세계 수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농산물 교역량 (단위: 10억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액
수입액

1411
103.8

152.3
109.2

139.7
114

129.7
113.5

140.5
119.1

143.4
127.6

자료 출처: USDA 일부 발췌

2019
11월
144.5
126.5

2월
141.5
127

❍ 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일본, 북미지역의 캐나다와 멕시코, EU-28에 미국산 농산물들이
주로 수출되고 있음.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및 수출량(단위: 10억 달러)❙
순위
1
2
3
4
5

국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EU-28

2018)
20.569
18.845
16.309
12.605
12.724
143.367

전체

자료 출처: USDA 일부 발췌

2019(예상치)
21.5
19.7
9
12.6
13.4

- 중국의 GM대두 승인 지연에 따른 무역마찰로 인해 2018년은 전년 대비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 1월, 중국 농업부가 5개 작물※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여 감소추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됨.

※ 승인된 품목은 다우듀폰(DowDuPont Inc)의 DP4114 Qrome 옥수수와 Enlist E3로 알려진
DAS-44406-6 대두, BASF의 SYHT0H2 대두와 RF3 카놀라, 몬산토의 MON88302 카놀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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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옥수수, 대두, 면화 수출량/금액❙

옥수수
대두
대두박
대두유
면화

2019(예상치)

농가소득

구분

백만 톤
63.505
56.717
13.450
1.110
3.649

자료 출처: USDA 일부 발췌

10억 달러
11.271
21.601
5.064
0.897
6.620

8월
백만 톤
59
56.1
12.1
1
3.5

11월
10억 달러
11.2
21
4.4
0.8
6.9

백만 톤
62
51.7
12.5
1
3.3

10억 달러
11.8
18.7
4.5
0.8
5.9

<인식>
❍ PEW Research Center에서 2018년 11월에, 같은 해 4월 23일~5월 6일까지 2,537명을 대상
으로 진행한 식품위해성에 관한 공공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보고서에는 GM식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 결과도 포함되어 있음.
-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GM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그렇지 않은 식품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함.

- GM식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다는 의견이,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세계 식량 공급증대, 적절한 식품가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번 조사 결과는 식품첨가물과 GMO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여성일수록, 과학적 지식이
없을수록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0 -

⎗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연령 증가세 지속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U.S. Hired Farm Workforce Is
Aging”(2019.5.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연령 증가세 지속
❍ 2017년 기준 농업 종사자 및 노동자는 약 2백만 명으로 추산됨. 농업노동은 계절성이
강해 상당수 농업 노동자는 임시직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상근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산할 경우 약 1백만 명으로 추산됨.
❍ 농업 노동력 구성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변화하였음. 농업 고용 노동력(매니저, 감독관,
기타 지원직종 제외) 평균 연령은 2006년 35.8세에서 2017년 38.8세로 증가함.
- 변화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고용의 54~58%를 차지하는 해외출생 노동자 연령이 2006년
35.7세에서 2017년 41.6세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비해 미국 출생(푸에르트리코 포함)
노동자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 해외 출생 노동자 연령이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미국에 이민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 역시 2007년 대비 2016년에 약 22% 감소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
❍ 농업 노동력의 연령 증가는 노동생산성 하락과 함께 은퇴 인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과일 수확을 유압 작업대로 전환한다거나 무거운
수확물은 콘베이어 벨트 등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장 기계화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여성 노동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체 노동력 중에서 여성 노동력 비중은 2006년 19.5%에서 2016년 25.5%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 연령 변화 추이>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the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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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다층적 전략
※ 유럽연합혁신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AGRI)이 발간한 “Multi
-level strategies for digitis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2019.4.)를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다층적 전략
❍ 유럽연합혁신파트너십은 2018년 12월 12~13일간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다층적 전략
(Multi-level strategies for digitis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세미나를 개최함.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층적 농업·농촌 디지털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5개 회원국에서 143명이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업·농촌 디지털화의 전략 구성요소, 위협 요인,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다루
었으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 구성요소) 농업·농촌 디지털화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 구성요소에는 1) 비전과 역할
선정, 2) 필요성 분석, 3) 기술개발, 교육·훈련, 4) 인프라와 기술, 5) 데이터 거버넌스※,
6) 비즈니스 모델,·이용 사례·서비스, 7) 연구, 8) 디지털 생태계 조성(예: 디지털 혁신 허브
수립), 9) 거버넌스와 소통, 10) 평가와 모니터링, 11) 재원 조달, 12) 실행이 있음.

※ 데이터 거버넌스는 표준과 의미, 데이터 형식의 상호운용성, 법적 체계와 데이터 소유권
(ownership), 데이터접근과 데이터관리등을포함함.
- (위협 요인)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협하는 요인에는 1) 경제성, 2) 기술의 성숙도와 이용
가능성, 3) 데이터 관리, 4) 적응 능력, 5) 인식 부족과 변화 저항성, 6) 전문성 부족, 7) 의사
소통의 어려움, 8) 포용성※ 부족이 있었음.

※ 설계단계에서소규모 농가를고려함으로써 디지털화의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의미함.
- (향후 과제) 농업·농촌 디지털화의 진전을 위한 과제로 1) 적절한 벤치마킹, 2) 농촌 커뮤니티
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제고, 3) 농촌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 4)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의 고른 분배, 5) 공동농업정책과 디지털화 전략 간의 관계 설정, 6)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7) 기존 스마트 마을계획※과의 관계 설정, 8) 농업 외 다른 영역과의 관계 설정을 선정함.

※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연합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에서 혁신을 통해 농촌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획으로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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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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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5.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 농정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근본적 농정개혁 방향은 사람중심 농정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청년인력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문재인표 농정의
핵심”이라고 언급
- 또한 “가축전염병 문제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2018년 말 농가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섰다”며 “농정이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은 반성할 사항”이라고 강조
- “앞으로 정부와 농업인은 수급관리 체계 개선과 새로운 생산방식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청년인력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 재편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혀
❍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본래적 가치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단순히 농민 소득을 보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기존예산에 대해 직불 재정을 추가로 얻는 방식으로는 예산당국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불하던 각종 보조금과 하드웨어 중심 예산을 대폭
줄여 공익적 직불에 사용해야 된다”고 언급
❍ [오현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먹거리
중심에서 삶의 질 전 영역으로 농어촌을 리모델링하고 관광과 결합하는 등 방안을 담은
농어촌비전 2045를 마련”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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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은 예외적 존재라는 비시민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은 지속가능한 대한
민국의 주춧돌이자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산업·공간·정부 4가지 전략이 계획돼
있다”며 △지역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업경영체등록제 강화, 청년농과 귀농
귀촌 활성화, △식량자급율 제고, 환경보전형 농업, 지역 푸드플랜 구축, △협동생활 경제망
구축, 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화, △직불제 농정, 지방농정부서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현행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확대·개편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며,
잠재적 귀농·귀촌 인구까지 포괄한 귀농·귀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청년농, 농업·농촌 핵심인재 확보’/주제발표]
“농업에서도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강조되는 가운데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의
유입은 농업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별다른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마을 중심의 창농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주제발표]
“귀농·귀촌인이 평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만족도를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귀농·귀촌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면서 △귀촌인 대상 교육프로
그램 확대,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역의 일자리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
❍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축방역,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주제발표]
“2017년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방역대응체계를 변경
하고 첫 피해농가에 100%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잘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주제발표]
“시대가 변하면서 아동, 장애인도 사회적 농업 대상이 됐고, 어르신에게도 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다”며 “가업승계농을 제외한 청년은 무자본, 무기술, 무연고를 겪는 사회적 약자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자치의 실천’/주제발표]
“지역 푸드 플랜의 추진 목적은 지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 단순 농산물 직거래인 “기존의 로컬푸드에서
지역 푸드플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추진 방향
으로 경제성, 지역성, 관계성 강화와 지역 먹거리의 공공성 실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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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수 머니투데이 부장, 토론자] “문재인 정부 농정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 정부와
다른 지향점과 성과가 있었으며, 이런 방향성을 얼마나 더 견고히 가져가는지가 문제”,
“그러나 농업부문 R&D(연구개발) 비중은 5년 전 5%에서 올해 4.8%로 줄었고 예산 증가율도
1.5%에 불과, 농식품부 인사도 늦어져”, “문 정부가 사람중심 농정을 지향하는데 공약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언급
❍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토론자]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도 지원해야”, “청년농
창업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부문에서 농지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며,
“3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확보해 도와야 한다”고 밝혀
❍ [서운수 전남 농축산식품국장, 토론자] “우리 지역은 청년, 중소상공인, 농업인 등 3개군으로
나눠 ‘전남형 기본소득제’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농업인 기본소득제의 경우 현재
재원, 지급방식, 대상 등을 다듬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적 접근이 아닌 국가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
❍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토론자] “정부의 쌀값 안정,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은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층 유입이 중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성”도 주장
❍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얼마 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농업인들이 유동
자산을 팔아 고정자산을 사기 시작한 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직불제 단가 인상을 첫 번째 농정으로 추진한 역대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농정 방향을
완전히 전환, 즉 TURN을 시작했다”고 설명
❍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10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정공약의 조속한 실천, △탁상행정
철회와 농업인 체감형 실속농정 추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 증액,
△쌀 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 확충,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및 농업인 복지
확대 등 5개 부문 15개 세부 요구사항을 발표
❍ 아울러 <농민신문>이 지난 2년간 문재인 농정의 공과(功過)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가축질병의 신속한 대응, △쌀값 회복,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실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등이 잘한 정책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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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자료: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하라”(한국농어민신문, 2019.5.10.), “[사설]
문재인정부 3년차 돌입, 농정개혁 속도 내야”(농민신문, 2019.5.13.), “한농연,
농정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농수축산신문, 2019.5.14.), “지방농촌 소멸위기…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돼야”(NEWSIS, 2019.5.15.), “사람중심
농정 만들겠다…공익형 직불·청년농, 문재인표 농정 핵심”(머니투데이, 2019.5.15.),
“‘농정개혁’ 토론회서 축사하는 이개호”(서울경제, 2019.5.15.), “농촌지역별 청년
창업농 생태계 구축 필요”(농민신문, 2019.5.17.), “농정방향, TURN 시작되나?”
(농촌여성신문, 2019.5.17.),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 다양한 정책 과제 논의”(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19.5.15.)

- 46 -

⎗ 통계·조사

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4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5.1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2019
3월
4월
(평균)

식량가격지수
213.3
209.8
201.8
164.0
161.5
174.6
175.5
171.6
168.9
172.9
175.3
179.0
177.2
178.6
176.5
175.7
169.1
174.6
168.4
171.4
173.2
174.0
175.8
172.7
167.1
167.8
164.5
162.9
161.8
161.5
168.4
163.9
167.0
167.5
170.1
167.1

육류
182.0
184.1
198.3
168.1
156.2
158.8
161.2
165.2
169.3
172.7
175.6
174.9
174.3
174.0
173.1
172.8
169.7
170.1
167.5
170.3
171.0
170.4
168.7
166.5
165.2
166.8
163.8
160.4
162.6
162.4
166.3
160.1
162.7
164.1
169.1
164.0

유제품
193.6
242.7
224.1
160.3
153.8
193.0
194.2
189.8
183.6
193.0
209.0
216.6
219.7
224.2
214.8
204.2
184.4
202.2
179.9
191.1
197.4
204.1
215.2
213.2
199.1
196.2
191.0
181.8
175.8
170.0
192.9
182.1
192.4
204.3
215.0
198.5

곡물
236.1
219.3
191.9
162.4
146.9
146.9
150.5
147.8
146.0
148.0
154.3
162.2
153.0
151.9
152.7
153.1
152.4
151.6
156.6
161.3
165.4
168.5
172.6
166.8
161.9
168.7
164.0
165.7
164.1
167.8
165.3
168.7
168.5
164.7
160.1
165.5

유지류
223.9
193.0
181.1
147.0
163.8
186.3
178.7
167.6
161.1
168.7
162.1
160.4
164.4
171.9
170.0
172.2
162.6
168.8
163.1
158.0
156.8
154.6
150.6
146.1
141.9
138.2
134.9
132.9
125.3
125.8
144.0
131.2
133.5
127.6
128.7
130.3

설탕
305.7
251.0
241.2
190.7
256.0
288.5
287.9
256.5
233.3
227.9
197.3
207.5
203.9
204.2
203.5
212.7
204.1
227.3
199.9
192.4
185.5
176.1
175.3
177.4
166.3
157.3
161.4
175.4
183.1
179.6
177.5
181.9
184.1
180.4
18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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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