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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및 공공
서비스 발전 방안 의결
자료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고용노동부(2019.6.4.)

개요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1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2019.6.4.]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

※

･

･

･

･

･

･

･
･

(참석)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주재) / (당연직, 15명) 11개 중앙부처 장(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
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위촉직, 12명) 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6명

- (추진 배경)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
(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
-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 [추진 배경]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을 완성
- 1995년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2017.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

※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합의(2018.8.21.)

→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

기본골격, 인프라 확대 등 합의(2019.3.5.)

❍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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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며, 현장 간담회, 홍보 전문가 회의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

※

･

취업취약계층: 학력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대상)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 특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
진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할 계획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른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능력
의지

능력 낮음

능력 높음

의지 낮음

① 복지지원+직업훈련·일경험 연계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의지 높음

③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연계

④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 ①·③: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①·②: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서비스 등 지원
◈ ④: (취업능력 높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하여 지원) 기준 중위
소득 50%(차상위) 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

에코세대 등 청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또한,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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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2020년 35만 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 60%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
다만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 이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구분

대상

연간규모

1차 안전망
실업급여

2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Ⅰ

3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 중위소득 30~60%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 1차, 2차 안전망의
예술인 등 적용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추진 중
영세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취약계층, 조건부 수급자
• 저소득층 비경활인구,
등
중위소득 60~120% 청년 청년 등
140만 명+α

50만 명

10만 명

35만 명+α

❍ [기대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① 고용 개선과 ② 빈곤
완화 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취업률은 16.6%p(특히, 고용보험 일자리는
22.1%p) 더 높아질 것이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 명 감소하여 주로 1분위(5분위 기준)
대상의 빈곤완화를 기대
❍ [향후 계획] 정부는 2020.7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
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정기
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
- 또한, 법 시행시기에 맞춰 국민들이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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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 4 -

⎗ 정책동향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1.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

※

･

고용센터 팀장급 전문인력 배치,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 보급 등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
강화

※※

(심층상담 사례) 2008.～2013, 전문상담 인력을 통한 심층상담(1회당 50분 내외) 실시

→

취업률 상승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 지역별로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전문인력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자로 지정

2.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
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

※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시스템 개편 추진

❍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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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

❍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을 확대※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설치 운영 추진(2020.7월～,
총 70개소 수준)

❍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

※

워크넷에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마별 채용관」 운영(2019.8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용서비스 안내 문자서비스(SMS서비스)
제공

4.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소규모, 전문성 부족 등 여건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

※

기관 자율 신청

→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전산망 활용,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지원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교육거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심으로 미래 유망 직종 등 사례중심 현장 교육 강화
(2019.下)

5.

향후 계획

❍ 정부는 이상의 내용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
❍ 2019년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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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일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구축(안)❙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 강화>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강화>
코디네이터 기능 확대

❶
초
기
진
단

구
직
자

빠른취업형
직업능력 ⇧
취업의지 ⇧

취업상담
집중알선

의욕고취형
직업능력 ⇧
취업의지 

先 의욕고취
後 취업상담
집중알선

능력개발형
직업능력 
취업의지 ⇧

先 능력개발
後 취업상담
집중알선

종합지원형

및

직업능력 
취업의지 

유
형
분
류

先 의욕고취
능력개발
後 취업상담
집중알선

❷ 적합 서비스·기관 지정

통합 사례관리

고용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
• 지역 이동 가능: 고용센터
• 거주지 인근지역 취업: 지자체

복합애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또는 외부기관
• 전체 구직자: 고용센터
• 원거리 거주자: 지자체
• 청년: 청년고용센터
• 경력설계要 경단여성: 새일센터
• 전직지원要 중장년: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 장애인: 한국장애인공단 또는
장애인지원단체 등

지자체 복지지원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사례관리협의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❸ 연계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사례관리 현황 분석·공유
고용지원형
기
업

근로조건 개선 및
장려금 지원 필요

인력채용형
인력채용 희망

先 근로조건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
後 채용지원
구인상담
채용지원

복합애로 호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또는 외부기관
고용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
• 구직자 지역이동 필요: 고용센터
• 지역 내 알선가능: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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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거버넌스
지역·산업 맞춤 채용
지원사업 추진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4.)

개요
❍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심의·확정, 2019.6.4.] 2019.6.4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2018.3~11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2018.11월)하여 정부에 제출

※
※※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실시

-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위원회(2019.5.10.), 녹색
성장위원회(2019.5.17.) 심의 과정을 진행
❍ [중점 추진]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
-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9월)·포항(2017.11월)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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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내용>
◈ 공급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안정적 수급과 환경의 조화,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 에너지 수요전망 및 목표수요
- 수요(BAU) 전망: 최종에너지는 경제성장세 둔화, 인구정체 등으로 연평균 0.9% 증가, 2035년 254.1
백만TOE 전망(2011, 205.9백만TOE)
- 목표수요: 2035년 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13% 감축
과제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6대 정책과제❙
주요 목표 / 과제
• 35년 전력수요의 15% 감축
•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 ICT 수요관리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 송전제약 사전검토, 분산형 전원 확대 등

환경, 안전과 조화 모색

• 신규 발전소에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 기후변화 대응제고, 원전 안전성 강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공급

• 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신재생 보급 11%(1차 에너지)
•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 신재생 보급확대 등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도입선 다변화, 국내 비축여력 강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2015∼)
• 에너지복지 강화, 갈등관리 선제적 대응 등

❍ [추진 과제]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5대 중점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소비

•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 최종에너지수요(백만TOE): (2017) 176.0 → (2040, BAU) 211.0 → (2040, 목표) 171.8

생산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시스템

•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산업

•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
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

기반

•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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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
관리 시장을 활성화※※

※

(산업)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건물)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
등 퇴출(2028), (수송)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2022) 및 승용차 연비향상 등

※※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을 확대

※
※

2.

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

(전기) 주

･

(외부비용) 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가격 세제 반영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
- (재생에너지) 2040년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 비중 목표를 구체화
- (석탄발전)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 (천연가스)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
- (석유)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
- (수소)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
❍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
3.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
하여 계통체계를 정비※

※

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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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자가용

4.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

※
※※

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수소)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2040),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 다양화

(재

❍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

※

5.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 등
(가스)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원전)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 육성
(석유) 고부가부산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

･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
(가스)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 지역 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
(전력) 실시간 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

※

4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 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구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원전

◈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①재생에너지 확대, ②에너지효율 향상, ③천연가스 비중 확대 추세
◈ 석탄 원자력 발전은 환경 안전을 이유로 축소 정체되고 있으나 세부 정책방향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
독일

• 2030년 55%, 2050년 80 • 2050년까지 50% 감축(1차 •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 2022년까지 단계적 탈원전
∼95% 감축(1990년 대비) 에너지 기준, 2008년 대비) 중 60%, 발전 비중 80%

일본

• 2030년까지 26% 감축 • 2030년까지 0.5억KL • 2030년까지 발전 비중 • 2030년 발전 비중 20~22%
(2013년 대비)
(원유환산) 감축(최종 22∼24%
에너지 기준, 2013년 대비)

영국

• 2050년까지 최소 80% • 2020년까지 18% 감소 • 2030년까지 총에너지 • 2035년까지 총13기
감축(1990년 대비)
(최종에너지 기준, 2007년 소비 중 30%
(14GW) 원전건설 추진
대비)

• 2030년 40% 이상
• 2030년 20% 이상, 2050년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 2035년까지 원전 75%
프랑스 • 2050년 75% 감축(1990년 50% 감축(최종에너지 32%, 발전 비중 40%
→ 50%로 감축 연기
기준, 2012년 대비)
대비)

- 11 -

⎗ 정책동향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5.31.)

개요
❍ [기획재정부,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 개최, 2019.5.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5.31일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중 통상갈등 및 수출․
경상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농식품 ･

(참석) 경제부총리(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섭본부장, 외교부 차관, 경제수석 등

실장, 통상교

무조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

주요 내용
❍ 최근 미중 상호 간 추가 관세부과 등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확대되고 있어 관련 동향 및
시장의 평가·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논의 결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인
점 등을 감안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국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 한편, 대외여건 악화로 2018.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단가
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감소, 4월 경상수지의 경우 소폭적자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4월에 지급되는 특이요인이 작용한 일시적 현상
으로 연간으로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
→ <△
※※※

%): (2018.12.) △1.7, (2019.1.) △6.2, (2) △11.4, (3) △8.2, (4) △2.0
반도체 가격($, 2018.4. → 2019.4.): (D램, 8Gb) 9.0 → 4.3<△52%>, (낸드, 128Gb) 6.8
5.0
27%>
2019년 세계 성장률: <IMF> 3.5%(2019.1) → 3.3%(2019.4), <OECD> 3.3(2019.3) →
3.2%(2019.5)

수출(전년 동월 대비,

-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 1분기에 이어 범부처 합동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통해 업종별·기업별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 → 5개 분야 25개 업종 3,000여 개 사 밀착지원 예정

※

･

新수출동력, 주력품목, 스타트업,
강소기업의 5대 중점 분야별 기업이 밀집된 대표지역을 방문하여 맞춤형 애로 해소(2019.5～10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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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 병행
- 무역금융·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대책」(2019.3월) 과제들을 신속히 집행하여
현장 체감도 제고
-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3,233억 원 규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통과
직후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추진
자료 : 법무부(2019.6.3.)

개요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추진, 2019.6.3.] 법무부는
2019.6.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계절근로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추진

※

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2018년까지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모범적인 지자체임.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으나, 최근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
2015년 계절

주요 내용
❍ 법무부는 2015년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자체와 농･어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
- 올해(2019년) 이미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에는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계절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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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어촌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2019.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2019.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에서 배정할 계획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추진 배경)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추진 경과) (2015.10월~2016년) 시범 시행※ → 2017년부터 본격 시행※※
※ 충북 괴산군 최초, 2016.8월 어업분야(충남 서천군) 추가
※※ 2019년 상반기: 41개 지자체, 2,597명 배정(※ 하반기 추가 예정)
구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신청
지자체
1
8
23
44
76

입국
인원수
19
261
1,547
3,655
5,482

지자체
1
6
21
42
70

인원수
19
200
1,086
2,822
4,127

지자체
2
5
18
25

이탈
인원수
4
18
93
115

불체율
2%
1.7%
3.3%
2.8%

◈ (신청 및 배정) △신청 주체…(시·군) 기초자치단체, △신청 시기※…연 2회(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인원배정…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지자체별 도입인원 배정

※ 상반기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나 농·어가
및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음.
※※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로 구성
◈ (허용 대상) △농·어업 운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허용 분야)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허용 인원) 가구·법인당 연간 최대 5명
◈ (도입 방식)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

구분
유형
가족의

해외 체류 외국인
지자체간 업무협약( MOU) 결혼이민자 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적동포 가족

범위: 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 (연령) 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 단,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가족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일 기준)
◈ (체류 자격) 단기취업(C-4, 90일), 단수 또는 더블비자※
※ 단수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더블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입국시기) 작업 시기에 맞춰 연중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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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4.)

❍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19.6.4.]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고, 2019.6.4일 최재천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제1차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인 이우영 교수와 김정훈 원장이 발제하고, 경제,
환경, 보건,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진행

※ 최
※※ 패널 ①

략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
:
이은형 국민대 교수(민간위원), ②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민간위원),
③ 박성원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④ 김종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⑥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주

/주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

<미래전략포럼 개관>
◈ (추진 배경) 미래전략 수립 시 전문성 향상, 아이디어 발굴, 토론 활성화를 위해 미래전략포럼을 중장기전략
위원회 산하에 신설
◈ (구성)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심층전략 연구진, 미래연구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 폭넓은
전문가가 참여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포럼
(의장: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
사무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기委 민간위원
비전·방향 연구

심층 전략 연구진
주제별 심층 연구

미래연구 네트워크
새로운 지식 유입

관계 부처 담당자
정책아이디어 제시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
◈ 미래전략포럼이 전략적(Strategic)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형성(Shaping) 방안을 모색하며, 그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Sharing)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2019년도 추진되는 심층전략인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에 충실히 기여할 것을 요청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세대의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부흥은 경제 논리만으로 풀 수 없으므로 교육, 문화, 환경, 공학,
복지 등 경계를 넘나드는 논의가 긴요한 시점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하고, 경제상황 평가 시 단일 지표인 GDP를 넘어 복수 지표(GDP+삶의 질 지표 등)를
토대로 경제·사회 방향성을 논의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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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4.)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개편(안) 논의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6.3.]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2019.6.3.)하여 대안별 특징 및 장·단점을 논의

※

소비자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국전력,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2018.12월～현재)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구분

개편안

특징
• 20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 多사용가구(450kwh 이상, 약 400만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➊
안

하계
별도

• 총 할인 추정액
평년 시(2017년 사용량 기준): 2,536억 원
폭염 시(2018년 사용량 기준): 2,847억 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2017) 1,541만
△9,486원 △17.8%
폭염(2018) 1,629만
△10,142원 △15.8%
•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냉방 시 요금 불확
실성 제거

➋
안

• 총 할인 추정액
평년 시(2017년 사용량 기준): 961억 원
폭염 시(2018년 사용량 기준): 1,911억 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2017) 385만
△14,217원 △15.4%
폭염(2018) 609만
△17,864원 △17.2%
• 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연중 ➌
단일 안

• 총 할인 추정액
평년 시(2017년 사용량 기준): 0원
폭염 시(2018년 사용량 기준): 2,985억 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2017) 811만
△7,508원
△14.0%
폭염(20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평년(2017) 1,427만
폭염(2018) 1,4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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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인상
+4,361원
+4,335원

인상율
+23.4%
+23.9%

⎗ 정책동향

주요 내용
❍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3개 대안※을 마련

※
※
※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
1안)

-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2018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
-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
- 3안(누진제 폐지안):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구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할인적용가구수
(2018년사용량기준) • 1,629만 가구
개
요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 609만 가구

• 887만 가구

할인수준

• 10,142원/월

• 17,864원/월

• 9,951원/월

적용기간

• 2개월(7~8월)

• 2개월(7~8월)

•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 없음

• 없음

• 1,416만 가구(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 유지

• 부분 폐지

• 폐지

장점

•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 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
으로 해소

단점

• 현행 누진제 틀 유지

•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
혜택 부여

• 약 1,400만 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 [향후 계획]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 이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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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 FTA 추진전략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5.)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2019.6.5.]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
※※ 논

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통상절차법 제21조)
FTA 추진전략(안)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
의안건:

주요 내용
❍ 미중 간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 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이를 위해 지난 2019.3월에 마련한 무역금융, 마켓팅 등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
하면서, 품목 다변화, 시장 다각화, 수출주체 다양화,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의 수출 4대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
❍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유망시장과의 FTA를 신규 체결하고, 기체결된 FTA의 고도화 및 활용도 적극 추진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혁신, 확장, 활용을 3대 축으로 하는
FTA 추진전략(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
<FTA 추진전략(안) 주요내용>

❶ (혁신)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선진화를 촉진
❷ (확장)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하여 G2 의존적 교역구조 개선 및 교역 규모 확대
❸ (활용) 전(全) 주기 FTA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 (향후 계획)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내부검토 및 보완을 통해 2019.6월
말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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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1차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3.)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 2019.6.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과 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019.6.3일 서울에서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 양국은 오는 20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필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 (의의) △한-필리핀 FTA를 통해 각각 아세안 지역과 동북아 지역에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양측 간 교역·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관세·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틀로서 작용
❍ [한-필리핀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 2019.6.4.~6.5., 서울] 양국 통상장관이 한-필라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양국은 2019.6.4(화)~6.5(수) 서울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

※

수석대표: (한국

측)

길 신통상질서정책관, (필리핀 측)

산업부 장성

통상산업부

Allan Gepty

차관보

- (주요 내용)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이익균형을 고려하면서, 양국의 강력한 한-필 FTA
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오는 20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계기 성과도출을
목표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 (경제통상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2019.6.3.) 양국은 2019.6.3일 같은 장소에서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경제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

수석대표: (한국

측) 김용래 통상차관보 (필리핀 측) 통상산업부 Ceferino S. Rodolfo 차관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 ) 증감률❙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액

료

2010
5,838
(27.8)
3,488
(31.5)
2,350
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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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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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자 출처: 한국 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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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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7
(13.6)
3,569
(△3.6)
8,468
15,606

⎗ 정책동향

❙한-필리핀 품목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MTI 3단위❙
순위
1
2
3
4
5

품목명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5대 품목 총계
총 계

수출
금액
5,509
2,130
355
310
147
8,451
12,037

증가율
29.2
45.9
△15.3
3.4
41.2
70.2%
100%

품목명
반도체
곡식·과실류
산업용 전기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5대 품목 총계
총 계

수입
금액
1,175
350
197
165
151
1,914
3,569

증가율
12.8
△3.0
6.5
△61.0
△32.8
53.6%
100%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4.)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2019.6.4.] 강경화 장관은 2019.6.4일 외교부
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사무
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동향, △제1차 GCF 재원보충※※※(Replenishment)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GCF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

※GF

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는 제16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 2010년)에서 GCF 설립을 합의한 후, 2012.10월 인천 송도가
사무국 유치지로 선정되었으며, 2013.12월 GCF 사무국 송도 출범
※※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 제22차 GCF 이사회(2.25.～28., 송도)에서
제3대 GCF 사무총장으로 선출(임기 4년(2019-2022))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임기 시작
※※※ GCF 초기재원조성 기간(2015～2018, initial resource mobilization) 완료: 공여협정 체결액
기준 102억 달러 조성, GCF 추가 재원보충 절차는 △1차 재원보충협의회의(2019.4.4.～5.),
△2차 재원보충협의회의(2019.8.28.～30.), △재원보충 고위급 약정회의(Pledging Conference,
2019.11월(잠정)) 등을 통해 진행 예정
C : 개도국의 기

- (강경화 외교부 장관) GCF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긴급성에 적절히 대응해온 기후재원 국제
기구로서 그간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평가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
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서는 GCF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
- (글레마렉 GCF 사무총장) 특히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상 개도국지위(Non-AnnexⅠ※
국가)에 있는 동시에 GCF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지도력 발휘를 당부

※UF

류 상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는 재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GCF 초기재원조성 기간(2015～2018, initial resource mobilization) 동안 1억
달러를 자발적 공여
N CCC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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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발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7.)

개요
❍ [농식품부, 폭염·태풍 대비 선제적 농업재해대책 추진, 2019.6.7.] 2019년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폭염일수가 평년
(10.4.)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
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

2019년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 [태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 [기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 [폭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내용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서 2019.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

※

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風水害), 폭염(暴炎)
으로 2019.6.10일부터 10.15일 기간 중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재

등을 대상

-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
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

※

괄, 초등대응,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5개팀: 재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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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 정보 제공 및 피해복구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 제공(리후릿 4종 8만 부)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품

목별

농업인 대응요령(164만 명,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행동요령(230만 명, 지자체)

- 농작물, 가축 피해가 심한 지역에 농촌진흥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피해 발생 시 ‘기술지원단119센터’의 전문가 현장 파견 및
기술지원(한국농어촌공사, 802명)
❍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 도모
-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 마련
- 5~10월 중 농경지 침수대비※ 배수장 상시 가동체제 유지(~2019.10월,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지 17천 개소, 양･배수장 8천, 취입보 18천, 집수암거
3천)에 대하여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2019년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 이전(6월 중)에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
배수장, 취입보 등

- 대규모 재해 시 상황공조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관 파견
❍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

판매 중인 품목: 고랭지배추(6.21일까지), 고랭지무(6.28.), 고랭지감자(6.7.), 고구마
(6.14.), 옥수수(6.21.), 벼(6.28.), 참다래(7.5.),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11.29.), 가축 16종
및 축사(12.31.)
보험

-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의 복구계획 접수 후 15일 이내 확정, 재해
대책비 예산 지원
❍ 여름철 재해대책 홍보
- 긴급 상황회의 시, 장·차관 등 현장방문 시, 피해 복구비 지원 등 보도자료 배포(수시)
- 재해 유형별 사전 대비,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시기별 행동요령을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종, 한컷뉴스 6)로 온라인 홍보(2019.6~9월, 수시)
- 폭염 3종, 풍수해(태풍·집중호우) 1종 등 리플릿 4종 8만 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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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실 운영
자료 : 농촌진흥청(2019.6.4.)

❍ [농촌진흥청,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실 운영, 2019.6.4.] 태풍, 집중호우, 폭염(고온) 등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추진

※

름철 기상전망(2019.5.23.)’에 따르면 2019.6～8월 월 평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태풍은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기상청의 ‘2019년 여

- (여름철 재해대책상활실 운영) 연중 일일 기상정보 수집과 영농상황 등을 점검하는 ‘영농
종합상황실’을 2019.6.1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
-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파견) 기상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품목별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기술지원단(9개반 90명)’을 현장에 파견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재해 복구를 마무리한 뒤에는 영농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긴급 연구과제로 수행하거나 농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노력을 진행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7.)

❍ [농식품부, 2019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2019.6.7.] 농식품부는
2019.6.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

※

접 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
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
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피해보전직 지

- (향후 계획) 상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부터 2019.7.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농업인 등의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2019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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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양파 가격안정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3.)

개요
❍ [농식품부, 햇양파 소비촉진 대책 추진, 2019.6.3.] 이례적인 작황 호조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에 이어 햇양파 특별
소비촉진 대책을 2019.7월 말까지 추진

주요 내용
❍ [수급 전망] 이례적인 양파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약세
지속, 정부·지자체·농협 협력을 통한 선제적 시장격리 대책으로 공급 과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촉진 등 수요 확장이 필요
❍ [소비 대책] 대량소비처, 소비자단체, 주산지 지자체, 산지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19.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
- (기획 특판)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19.6월 초
부터 농협 계통매장※에서 실시 예정인 기획 특판을 주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로 확대할 계획

※농

판(전국 520여 개소, 6～7월): 540톤, 정상가 대비 25% 내외 할인

협 기획특

- (대량소비처 소비확대)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 양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가동
- (접점홍보) 양파 우편 주문 안내, 요리·건강 방송 및 현금인출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생활 접점홍보를 강화
- (직거래 등) 지자체는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양파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기관·단체는
자체 소비 외 사은품 등을 양파로 대체하여 소비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
- (정보제공) 저렴하고 몸에 좋은 양파가 식재료로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도 유기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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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식품분야 대학생 취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5.)

❍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품분야 대학생 취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2019.6.5.]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청년층의 과도한 취업 사교육에서 벗어나면서도, 식품기업들이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 대학교 내에서 학습이 어려운 생산현장과 직결된 전문기술 역량 향상에
집중하여, 이론과 현장감을 모두 겸비한 식품산업 고급인력을 육성할 계획
- (주요 내용) △교육내용…2019.6월 말~8월 말까지, △교육대상…식품분야 전공 대학생(3~4학년),
△운영방식…권역별※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5일간 집합교육, △인원 및 회수…500명(1개
기관당 125명)/ 기관별 5회, △교육내용…식품정책방향, 실습교육(파일럿 플랜트※※, 식품
품질관리 분석, 건·습식 가공, 미생물, 식품 위해요소 분석 등),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 및
식품기업 방문 등

※ ･
※※ il

･

･

강원 수도권(2개 기관), 충청 경상권(1개 기관), 전라 제주권(1개 기관)

ln

품 개발 등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공업화하기 위한 준비단계

p ot p a t: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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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동물실험·복제연구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6.)

개요
❍ [농식품부, 동물실험·복제연구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19.6.6.]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범

생명공학육성계획」 및 농식품부 「농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 생산 연구 시행
부처 「

중(2011～현재)

개선 방안
1.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
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 제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행) 1)

▴질병

･

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의 진단 치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2)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이 가능

❍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수의사 1인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은 반드시 포함,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외원으로 구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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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투명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추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0~2024)」수립 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3.

검역탐지견 운영ᆞ관리 체계 개선

❍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추진
❍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역
탐지견 선발ㆍ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

탐지견처분 심의위원회’를 ‘탐지견 심의위원회’(기능: 선발 및 처분 심의)로 개편

현행 ‘

❍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역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 (☞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 추진)
❍ 분양받을 적격자인지 심사하여 노후견을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분양한 노후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 검역탐지견 운영 세부관리 매뉴얼(SOP) 마련)
❍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동물
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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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3.)

개요
❍ [농식품부,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2019.6.3.]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
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2019.6.3.일자로
개정 공포※(2019.6.12. 시행)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

※

요 취지)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 제고
(주

주요 내용
❍ [안전사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용범위확대: ①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 ②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제제 → 방역용 제제 추가
제

❍ [판매기록 보존]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품등(의약품+외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생물학적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존

(기록보

대상) 동물용의약

❍ [행정처분기준]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무정지 15일 등
(대상)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행정처분 기준) 경고～업

❍ [기대 효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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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2019.6.12.)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
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주요 개정내용(2019.6.3일 공포)>
◈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화(제22조제3항)

- (종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3년간 보관) 및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년간 보관)에 한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 (개정)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도 거래내역 기록
보관(1년간 보관) 대상에 추가
◈ 사용자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에 동물용의약외품 추가(제46조)

- (현행)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 (개선)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거나 가축질병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외품)
◈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별표 3 행정처분기준 개별
기준 제56조의 2)

-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까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 (행정처분기준) 경고~업무정지 15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3.)

❍ [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 실시, 2019.6.3.] 2019.6.1.일부터 9.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
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
- (주요 목적) 금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20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
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화 도모
- (주요 내용) △기간※…2019.6.1.~9.30.(4개월간), △대상※※…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
판매점 등, △내용…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 △단속기관※※※…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
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점검과 관련 기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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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결
포
※※※ 축

∼

속(8∼9월)

중 계도 기간(6

7월), 단

점검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과 수입산

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산기업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와 계도 실시

- (향후 계획)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2018년 연말(2018.12.28.)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3./6.4./6.5.)·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6.5.)

❍ [관계부처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 발표, 2019.6.5.]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6.5.)를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확정※※
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

※

･

･
･
･
･
･환
･ ･ ･찰･

･

･

･농식품 ･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무

･법무 ･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 조정실장,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방부･

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

익위원회

경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

부국

위원장, 인사처장,

양경찰청 청장 등
※※ 이외에도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

청 해

- (대응체계)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단장: 농식품부 차관) 운영
- (접경지역)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
- (국내방역)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개 → 14)를 추진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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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긴급방역조치 및 현안조정회의 결과 발표, 2019.6.5.] 북한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2019.5.30.)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국무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2019.6.5.)에서 논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
♣ 접경지역 긴급방역조치 결과
❍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전건 음성] 2019.5.31일~6.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양돈
농가 ASF 혈청검사 전건 음성,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에서 전부 음성※

※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1조) 143명을
동원하여 347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실제

❍ [현장 방역조치 점검 완료]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168두)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목사육을 금지시켰고, 방목사육 금지 조치 후 재확인 결과 현재는
돈사 내에서 사육 중임을 확인
-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
- 거점소독시설(10개소)와 통제초소(10개소)도 2019.6.5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도 실시
❍ [홍보·예찰 강화] 2019.6.1~6.4까지 347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으며,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7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농장을 점검

※ 울타

･

완, 농장주변 잔존물 제거 등

리시설 수시 점검 보

-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되었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
♣ ASF 대응강화 방안 현안조정회의 논의 결과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 강화]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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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경검역, ② 불법 축산물 단속, ③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
-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
❍ [접경지역 방역태세 강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6월 중),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조치,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가능
❍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 보완]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
(인천, 경기, 강원)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 △포획틀도 기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설치,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6.10주간)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6월~)하여 축산 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 △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

※농

농가를 방문하여 ASF 의심증상 확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
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
※※ 발생국 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릿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 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
가별 전담관(2,730명)이 각

❍ [향후 계획]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결과를 점검
-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
============================================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에 총력 당부, 2019.6.3.]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6.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휴대 축산물 검역 현장 점검 및
유입 방지를 홍보하고자 인천항에 긴급 점검을 실시
- (주요 목적) 이번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
축산물 반입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의 축산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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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 및 격려) 이개호 장관은 검역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
검역관들을 격려
============================================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방지 청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2019.6.4.]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2019.6.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에 대한 국경
검역 실태 점검 등 청주공항에 대하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
❍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 2019.6.5.]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6.5일
오후, 접경지역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ASF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양돈농가에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당부
- (당부 사항) 접경지역인 파주 임진강 유역의 거점소독시설(파주시 적성면)로 이동하여 ‘거점
소독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강조하는 한편, 방역현장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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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 등
이슈 브리프 1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연도별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지표로 보는 이슈,
2019.5.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및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2008년 이후 농가소득 증대 정책과 안정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나 연도별
농가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총생산액(명목)은 2003년 811조 원에서 2018년 1,782조 원으로 약 2.2배 규모로 증가
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
- 농가소득은 2003년 2,688만 원에서 2018년 4,207만 원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1.8배 증가하였음.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소폭 상승
하는 모습을 보임.
- 2016년 63%에서 2017년 64%, 2018년 65%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2003년 76%에 비해 약 11%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비교❙

근
득
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
득은 분기 단위 월평균 자료로 추산함.
2)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주: 1) 2017년부터 통계청에서 도시 로자가구(2인 이상) 소 의 월평
(2인 이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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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11년 최저소득(875만 원)을 보인 후 2013~2017년까지 1,004~1,126만 원
수준에서 2018년 1,292만 원으로 증가함.
❍ 지난 15년간 농가소득의 농업소득 의존도 최고치는 2004년 41.6%, 최저치는 2017년 26.3%였음.
- 2018년 농업소득의존도는 30.7%로 2017년 26.3%에서 4.4%p 증가하였으나, 2004년 41.6%에
비해 10.9%p 감소한 모습을 보임.
❍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율은 2003년 35.0%에서 2018년 40.3%로 5.3%p 증가, 농업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2003년 7.6%(203만 원)에서 23.5%(989만 원)로 15.9%p 증가함.
❍ 농가부채는 2003년 2,662만 원에서 2018년 3,327만 원으로 1.25배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농가부채비율은 2003년 15.0%에서 2018년 7.2%로 7.8%p 감소하였음.
- 2018년은 전년 대비 농가소득의 증가와 함께 부채 및 부채비율도 증가※하였음.

※

만 원, 5.5% → 2018년: 3,327만 원, 7.2%

2017년: 2,638

❙농가소득의 소득종류별 변화 추이(단위: 만 원)❙

농가소득은농가정의에 부합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 이외 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
2)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
3) 농외소득은 농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농사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사업이외소득(사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합산 금액
4)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5)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으로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를 재정리함.
주: 1)

❍ 지난 15년간 영농형태, 규모,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감소폭이 큰 품목(특용작물, 화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소득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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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영농형태 중 가장 높은 농업소득의존도를 보인 특용작물(69.7%)은 2018년 30.3%로
39.4%p 감소하여 농업소득의존도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 변화하였으며, 농업소득의존도가
높았던 화훼농가도 2003년 63.3%에서 2018년 42.2%로 21.1%p 감소하였음.
- 2003년 두 번째로 농업소득의존도가 높았던 축산농가는 68.7%에서 2018년 76.3%로 7.6%p
증가하여 최근 15년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상승에 기여한 주요 품목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품목인 논벼의 경우는 직불제 대상품목임에도 2003년 45.5%에서
2018년 41.3%로, 농업소득의존도가 4.2%p 감소함.
❍ 경지규모별로 소농과 대농은 2003년 대비 2018년 농업소득의존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5ha 규모의 농가는 농업소득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농, 고령농 등 저소득
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화 대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3년 농업의존도가 높았던 경지규모는 7~10ha 미만(68.1%)과 10ha 이상(66.3%)이었으나
2018년에는 10ha 이상(66.3%)과 3~5ha(59.9%)인 것으로 나타남.
❙영농형태, 규모,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 변화(단위: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료
농
함

주:

자 : 통계청, 「 가경제조사」, 각 년도를 재정리 .

❍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농가경제잉여’ 금액은 전업농가는
평균보다 낮게, 1종 겸업농가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농가의 평균 농가경제잉여는 2003년 282만 원에서 2018년 824만 원으로 2.9배 증가함.
- 전업농가의 농가경제잉여 규모는 2003년 260만 원에서 2018년 650만 원으로 2.5배 증가
하였으나, 1종 겸업농가와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각각 92.2%에서 78.9%로 감소하는 등 양자 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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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가구 구조 및 특성(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이 다르고 표본오차가 존재함으로 지역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나 2003년 이후 농가경제잉여는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겸업 및 지역별 농가경제잉여 추이(단위: 만 원)❙

농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농가-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 농가경제잉여는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를 재정리함.
주: 1) 전업 가-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향후 과제>
❍ 농촌 경제 활성화를위해서는최근농가소득 구조 변화를고려한 정책이 다각적으로추진되어야함.
- 영농형태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주의 연령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령농과 청장년농,
소농과 중대농, 농지소유농과 임차농, 전업농과 겸업농의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치유농업
등 생산성보다는 공익형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평균 농가소득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농가부채의 증가, 농가경제
잉여 구조 개선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농정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37 -

⎗ 아젠다 발굴

- 또한, 농가소득의 안정 측면에서 이전소득의 증가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의 편차를 줄이고,
정주 여건의 개선은 농업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의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각 유형(전업, 겸업 또는 소농, 중대농)별 평균 소득의 증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농가경제 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가소득의 소득종류별 중위수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저소득 농가 유형의 소득증대 정책
모색에 활용해야 할 것임.

이슈 브리프 2

OECD 농촌정책 원칙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촌정책 원칙출처: OECD 지역장관
회의(2019.3.19.∼20.,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택된 농촌정책원칙(Principles on
Rural Policy)의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OECD 지역장관회의(2019.3월, 그리스)에서 OECD 회원국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정책 원칙을 채택
- 세계화, 디지털화, 인구구조·기후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
의존적이지만, 메가트렌드가 도시와 농촌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과 대응능력이 상이함에
따라 농촌정책과 관련한 3대 분야 11개 원칙을 제시
❍ [농촌정책의 원칙 배경] 세계화, 차세대 생산혁명, 인구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이 경제·사회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오면서 정책 대응의 신속한 조정을 요구
- OECD 국가의 농촌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농업을 넘어서는 폭넓은
접근으로 전환
- 여기에는 산림, 광산, 농업, 수산업, 문화, 관광 등 농촌의 자산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포함
- 물자·사람·정보·금융·폐기물·사회적 관계의 공간 간 이동 등 도시와 농촌의 연계는
농촌 경제의 다양성을 강화
❍ [농촌정책의 의미] 농촌정책은 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와 여가·생태·문화적 유산 고양 등을
통해 농촌의 경제·사회·경적 문제에 통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기회를 고취하는 모든
정책 활동을 의미
-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제공과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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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 3대 분야 11개 원칙❙
3대 분야

주요 원칙
1. 농촌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 디지털화, 세계화, 기후변화, 고령화, 도시화 등의 메가트렌드에 적응 및 대응
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
• 도시 내 위치한 농촌 지역, 근거리 또는 원거리 농촌 등 농촌별 서로 다른 유형에
적합한 정책 대응

Ⅰ.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의
목표 설정

2. 적절한 지역적 범위에서 정책과 거버넌스 구성
•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토대로 기능적 관련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농촌정책 집행
• 농촌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효과적인 정부 메커니즘 보장
• 시장실패 해결, 새로운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장려
3.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성과 협력 지원
• 공공투자와 사업 설계 촉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활용
• 통합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공동 전략 실천 및 도시와 농촌의 호혜적인(win-win)
협력관계 활성화
4. 미래지향적 비전 설정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
• 정부 간 책임과 재원을 명확히 하고, 국가적 목표·전략, 지역별 특정한 필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효과적 조정 보장
•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인구 구조, 기후 변화, 디지털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환경의 질, 폐기물 관리, 자연자원 개발, 지역 호감도 개선, 기후변화 완화 등을
고려하는 통합적 공간 계획 활성화

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스마트한 농촌 건설을
위한 통합적·효과적
전략 채택

5. 세계화, 무역,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농촌 지역의 잠재력 활용
• 농촌 지역이 지역 자산의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촌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에 투자
• 생산의 비집중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규제 실시
6.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기업가 정신 고취
• 운송비용 등 물리적 거리와 저밀도 인구분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전파 활성화
• 전통적 산업(농업, 제조업 등)과 신규산업(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등)의 혁신과
부가가치 증대 촉진
• 경영기술, 인프라, 특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 및 농촌 경제의 다양성 확대 지원
•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기업가와 중소기업의 자본에 대한 접근 지원
• 농촌 지역 주민과 회사가 대학·연구소·직업훈련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훈련과
기술 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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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주요 원칙
7. 공공서비스 전달 전략과 농촌정책의 조화
• 교통, 보건, 교육 등 주요 정책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농촌 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문을 진단
• 소규모 지역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과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
• 혁신적인 방법의 서비스 제공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격 의료, 원거리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 공공부문 인력과 주민에 대한 전자서비스 검색·사용 교육과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스마트한 농촌 마을 개발
8.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복원력 강화
• 자연자원과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홍수 예방·생물다양성 증가
등 생태서비스의 가치 창출
•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하고, 강력한 재해
대응·회복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
• 전통, 유산, 문화재의 보존, 고양, 가치 부여
• 농촌 지역에 제도적 기반과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보장하여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9. 농촌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 농촌 지역 웰빙을 제고하는 국가 정책의 통합을 위해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부가 참여
• 부처 간, 공공기관 간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 해결
•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문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제, 조정
메커니즘 설계
•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농촌정책을 통해 부문별 전략 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Ⅲ. 농촌정책 이해관계자의
관여

10. 농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포용적 참여 활성화
•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
• 민간부문 및 비영리단체와 논의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그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 공공 정보 전파, 데이터 창출·사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 메커니즘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안 마련
11. 정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독립적 평가, 책임성 증진
• 정책설계와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정책을 평가하고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통
• 농촌 복지를 평가·비교하기 위한 지표 개발
• 농촌공동체와 이해관계자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발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
•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 모색
• 정책 단계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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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용동물용 약품 개발 현황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Developing Alternatives to
Antibiotics Used in Food Animal Production”(2019.5.3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용동물용 약품 개발 현황
❍ 항생제는 보건 및 수의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남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 정책담당자, 소비자 및 약품업계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소비되는 항생제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 특히 식용동물에 대한 항생제 남용 및 그에 따른 내성균 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항생제 없이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생제 판매량 감소와 신규 항생제 개발 감소, 비항생제 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산 축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가축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증가
하고 있음.
❍ 식용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15~2017년간 미국에서는 30% 감소하였으며, 2010~2015년
17개 EU 국가에서는 31% 감소하였음.
- 미국에서 식용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항생제로 사육된 닭고기 수요가 증가
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무항생제 닭고기는 2012년 생산량의 2.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44%로 증가하였음.
- 추가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 성장촉진 항생제 투입금지로 항생제 판매량이 감소함.
❍ 신약 개발비용이 증가하면서 동물 약품용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지만, 신규인증된 동물
약품 수는 감소하는 추세(그림 참고)임. 또한, 신규 개발된 약품 중 애완동물용 약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용 및 식용동물용 약품은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애완동물용 약품개발이 식용동물용 약품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식용동물용 신규 약품 중 항생제 승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1992년 이후 신규 승인된
항생제는 대부분 인체용 항생제로 개발된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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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복제약※ 사용이 허가된 이후, 복제약은 미국 전체 동물용 약품 승인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제약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신약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된

신규 개발

품의 법적

의약

멸한 이후

권한이 소

이를

따라서 만든

품을 말함

의약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인체·동물용 신약 승인 현황❙

료: USDA, ERS Calculator from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Green Book.

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국의 ‘5G RuralFirst’프로젝트
※ 영국 5G RuralFirst 홈페이지(https://www.5gruralfirst.org/what-is-5gruralfirst/)에
게시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국의 ‘5G RuralFirst’ 프로젝트
❍ ‘5G RuralFirst’는 IT 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이 주도하고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 혁신 프로젝트임.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목표는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connectivity)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것임.
-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5G 테스트베드와 실험 프로그램’과 ‘5G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중요 산업(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5G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재원
사용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2018년 7월 23일 영국

- 42 -

⎗ 아젠다 발굴

❍ [사물인터넷, IoT] 5G를 통해 데이터 수집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영국 농업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수산업) IoT를 통해 연어 양식장 pH/산소/염분/온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
- (풍력 발전) IoT 센서로 통합적 모니터링과 풍속 점검이 가능해지고 날씨 위험을 미리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 인프라] 5G로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에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짐.
- (모바일 브로드밴드) 일반 전화 연결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5G 기술들을 시험 적용함.
- (선박들 간 연계) 26GHz 고주파를 사용하여 오크니 제도(약 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짐)를 왕래
하는 선박들 간 광대역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음.
- (리지오넬라균 탐지) 물 관련 의무준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 (관광 최적화) 농촌 관광 매니저가 농촌 지역 유명 관광지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함
으로써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방송] BBC는 농촌에 5G 기기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실험했음. 목적은
기존 지상파 네트워크가 담당하던 방송 서비스를 5G 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모델의 수익성임.
❍ [농기계] 5G 특성이 농기계에 접목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가 가능해짐.
- (핸즈프리 자율 트랙터) 5G를 통해 트랙터의 자율 시스템 통제가 가능한지를 점검함.
- (드론 활용 토양 분석) 필요한 지역의 토양을 드론을 활용해 분석하고 트랙터로 비료를 살포함.
- (동물 원격 진료)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사용하여 수의사 원격 진료가 가능해짐.
농업인이 치료에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치료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음.
- (동물용 목걸이) 소의 반추 과정, 식습관 관련 데이터를 목걸이 모양 응답기를 통해 수집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의 건강 상태를 관리함.
- (고해상도 카메라) 900미터 상공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토양 상태, 가축 방목 패턴, 질병
확산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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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대북지원 주요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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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주요 동향
❍ [정부, 대북 식량지원 800만 달러 의결, 2019.6.5.]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2019.5월 29~6.5일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

※
※

번에 의결된 지원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21일 교추협이 의결했으나
2017년엔 악화한 정세 탓에, 2018년엔 미국 정부의 사실상 반대 탓에 집행하지 못하다
법적 효력이 소멸된 지원방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
통일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 식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긴급 식량
원조 요청을 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
이

- (주요 내용) 800만 달러는 무상·현금으로 지원※되며, 국제기구는 자체 구매시스템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WFP)에,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UNICEF)에 각각 지원

※

번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지원으로 우리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지원을 하면 해당 국제기구가 자체 구매시스템을 이용해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
이

◈ (세계식량계획; WEF) 북한 9개도 60개군 탁아소와 고아원, 소아병동 등에 있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대상 영향강화식품을 분배할 계획
◈ (유니세프; UNICEF) 아동, 임산부, 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치료식을 마련하고,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와 미량영양소복합제 등을 제공

- (북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 부진 우려) 한편, 2019년 6월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금 황해남도 안의 적지 않은 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여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고, 조선중앙방송은 극심한 가뭄으로 황해남도
강령, 옹진, 벽성, 은률군의 농장들에서 모내기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
자료: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 의결”(SBS, 2019.6.5.), “정부, 국제기구
대북 인도적지원 800만달러 공여 의결”(경향신문, 2019.6.5.), “정부, WFP·유니
세프 北 지원 사업에 800만弗 지원 의결”(머니투데이, 2019.6.5.), “정부, 대북식량지원
800만달러 다음주 보낸다(종합)”(아시아경제, 2019.6.5.),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지원 의결…조만간 집행”(연합뉴스, 2019.6.5.),“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 의결…조만간 집행”(중앙일보, 2019.6.5.), “[속보] 문재인
정부 첫 대북지원…800만달러 무상지원 재의결”(한겨레,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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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북한 식량 지원 계획 언급, 2019.5.31.] 설훈 최고위원은 2019년 5월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5만t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반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며,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언급

※앞

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년 5월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서 정의용 청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주요 언급 내용>
◈ “유엔(UN) 조사에 따르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올해
(2019년) 춘궁기를 겪고 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 동포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걸 해야 할 때”
◈ “(국제기구를 통해 5만t을 지원하지만) 식량부족을 해결하려면 145만t 넘게 부족하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5∼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 “물론 (대북 식량 지원에) 비판 의견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
식량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설훈 “정부, 다음 주 국제기구 통해 北에 식량 5만t 지원””(KBS, 2019.5.31.), “설훈
“다음 주 국제기구 통해 北 5만 톤 지원””(YTN, 2019.5.31.), “설훈 “정부,
다음주 국제기구 통해 北에 식량 5만t 지원””(경향신문, 2019.5.31.), “통일부도
발표 안했는데… 설훈 “정부, 내주 北에 식량 5만t 지원””(조선일보, 2019.5.31.),
“설훈 “다음주 北에 식량 5만t 지원”…통일부는 “확정 안됐다””(중앙일보, 2019.5.31.),
“설훈 “정부, 다음주 국제기구 통해 북한에 식량 5만톤 지원””(한겨레, 2019.5.31.),
“설훈 “정부, 내주 北에 식량 5만t 지원””(동아일보, 2019.6.1.)

❍ [러시아, 북한에 밀 4,000t 지원, 2019.6.5.] 2019.6.5일(현지 시간)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자국이 북한에 지원한 밀 2895t이 북한 남포항에 하역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밀 1,100t을 실은
배가 흥남항 하역을 마쳤다고 밝혀(2월, 3월, 4월에도 지원했다고 전해), 이번 밀 지원은 러시아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지원금을 전달하며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정
❍ [북한, 300t 미만 식량 지원은 거절 지침]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면서도 300t
미만의 소규모 식량 지원은 거절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 부서에 하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2019.6.4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자료: “러, 北에 밀 4000t 지원… 극동개발 장관은 평양행”(동아일보, 2019.6.7.), “北
“300t 미만 식량 지원은 받지말라””(조선일보,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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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추진
❍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 가능연한을 농업인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연장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19년
5월 30일 대표 발의

※

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
(현행) 보험회사 등이 보험

- (입법 취지) 김종회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
- 현행 규정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 통계청이 2019년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로 농어업인 정년 65세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 지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정년을 만 65세라고 판결하면서 기존 정년 기준 60세에서 5년
연장했기 때문에 현재 65세인 농어업인 정년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자료: “김종회 의원 “자동차보험 농어업인 정년 70세 상향해야””(news1, 2019.5.30.),
“농어업인 정년 70세로 연장되나...”(농촌여성신문, 2019.5.30.), “농어업인 ‘자동차
보험 적용 정년 70세로 연장’법 개정 추진”(경향신문, 2019.6.3.), “농업인 정년
70세 연장 추진”(농민신문,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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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6.3.)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6.3.]
민간분야 「20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통계 제127011호, 2018.7.20.)」 결과를 발표

※ 웹 접근
콘텐츠
※※ 요

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성: 장

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태조사는 웹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사이트
1,000개를 선정(2017년까지는 12개 서비스 분야 1,000개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을
조사(2017년 웹 접근성 평균 61점))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국가표준)’상
(조사개

) 2018년도 실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전문가가 평가

조사 결과
❍ 웹 접근성은 평균 66.6점이며, 75점 이하의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비율이
74.3%로 장애인, 고령자 등을 배려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시급

※

우수(95점 이상) /

양호(85점 이상) / 보통(75점 이상) / 미흡(75점 이하)

- (산업분야별)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77.9점으로 웹접근성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가 62.1점으로 가장 미흡
- (조사항목별) 시각장애인이 웹페이지에서 그림, 이미지 버튼 등의 의미나 용도를 보조기술
(문자-음성낭독SW 등)을 사용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 제공’ 항목의
준수율이 가장 저조(10점 만점에 평균 1.99) 하였으며, 배경과 문자의 ‘명도 대비 보장’,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공’, ‘초점(focus)의 적용 및 이동
보장’ 항목의 준수율도 전반적으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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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웹 접근성 개선 컨설팅,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애인 관련 민간 비영리 기관･단체 지원을 통해

2018년도에 복지관, 특수학교 등 30개 장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접근성을 90점대 수준으로 개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주요 내용❙
원칙

1. 인식의
용이성

평가항목

내용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해야 한다.

자막 등 제공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대본(원고) 또는 수화(수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색에 무관한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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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원칙

평가항목

내용

명도 대비

• 텍스트와 콘텐츠 배경간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단,
텍스트 크기가 18pt 또는 굵은 14pt 이상인 경우에는 3 대1 이상)

자동 재생 금지

• 3초 이상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 간의 구분

•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키보드 사용 보장

•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의 적용 및 이동 •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조작 가능

2. 운용의
용이성

•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여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응답시간 조절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정지,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등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메뉴, 링크 목록 등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 제공
링크 텍스트 제공
기본 언어 표시
예측가능성
3. 이해의
용이성

콘텐츠의 논리성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4. 견고성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링크(link)는 주변 맥락을 통하여 그 용도나 목적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웹 페이지에 적용되는 기본 언어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되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사용자 입력은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오류 정정

• 입력 서식 작성 시 입력 오류를 인식하고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마크업 오류 방지

•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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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