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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도 예산 및 국민참여예산 요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2019.6.13./6.14.)

♣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개요
❍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발표, 2019.6.14.]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0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6.2% 증가한 498.7조 원을 요구

주요 내용
❍ [요구 규모] 각 부처가 2019.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7조 원으로, 2019년도 예산(469.6조 원) 대비 6.2% 증가※한 수준

※ 최근 요구 수준(%): (2015) 6.0 → (2016) 4.1 → (2017) 3.0 → (2018) 6.0 → (2019) 6.8 →
(2020) 6.2

-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7조 원)와 지방이양
사업(3.6조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20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단위: 조 원, %)❙
구분

2019년 예산(A)

2020년 요구(B)

증감(B-A)

총지출
【 예산 】
【 기금 】

469.6
328.9
140.7

498.7
345.7
153.0

29.1
16.8
12.3

%
6.2
5.1
8.7

❍ [주요 내용] 각 부처는 포용국가 기반 강화와 혁신경제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020년
예산을 요구
- (높은 증가율)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로 요구
- (낮은 증가율)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 수준으로 요구

※ 지방이양 규모: SOC 분야 0.8조 원, 농림 분야 1.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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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보건·복지·고용]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요구
-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新수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
❍ [R&D] 4대 플랫폼※ + 8대 선도사업※※ + 3대 핵심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을 위해 9.1% 증액 요구

※ 수소, 데이터, AI, 5G
※※ 드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공장･시티･팜 등
※※※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스마트공장·산단, 맞춤형 R&D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강화
❍ [환경]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하여
5.4% 증액 요구
- 지방이양 사업(0.6조 원) 감안 시 13.1% 증액 요구 수준
❍ [문화·체육·관광] 주민 친화 생활체육·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 및 VR·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등 확대
- 지방이양 사업(0.4조 원) 감안 시 5.3% 증액 요구
❍ [국방]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8.0%
증액 요구
❍ [SOC] 철도안전·시설개량, 국토 유지보수 등 노후 SOC 안전투자 및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요구
❍ [농림]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축산·양식, 어촌뉴딜 및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요구
- 지방이양사업(1.2조 원) 고려 시, 소폭(2.3%) 증액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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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2019.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2020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 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
-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
❙2020년 분야별 요구 현황(단위: 조 원)❙
구분
◆ 총지출

2019년 예산

2020년 요구

469.6

498.7(6.2%)

161.0

181.7(12.9%)

70.6

72.3(2.3%)

3. 문화·체육·관광

7.2

7.2(0.2%)

4. 환경

7.4

7.8(5.4%)

5. R&D

20.5

22.4(9.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8.4(△1.9%)

7. SOC

19.8

18.1(△8.6%)

8. 농림·수산·식품

20.0

19.2(△4.0%)

9. 국방

46.7

50.4(8.0%)

5.1

5.4(5.7%)

11. 공공질서 및 안전

20.1

20.7(3.0%)

12. 일반·지방행정

76.6

78.9(3.0%)

1. 보건·복지·고용
2. 교육

10. 외교·통일

◈ 지방이양 감안 시, 2020년 예산 요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7.6조 원(5.3%) / 환경 분야 8.4조 원
(13.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8.7조 원(△0.5%) / SOC 분야 18.9조 원(△4.6%) /

농림·수산·식품 분야 20.4조 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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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현황

개요
❍ [23개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안 제출, 2019.6.13.] 23개 부처는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 원(전년 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2019.2.13일부터 4.15일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

※ 사업제안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 판단

-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보육
등 주요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

※ ① 아동보육지원, ② 청년희망사다리복원, ③ 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일터 구축 세 개 이슈에
대해 4주간(4.29.～5.24.) 온라인토론을 진행하고 이슈별 현장토론회 개최
❍ [예산 요구 분포]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
분야
사업수(개)
예산(억 원)

복지
24
865

경제
25
717

사회
25
472

일반행정
22
355

합계
96
2,410

-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

※ (자살) 자살유족 생활안정 지원,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치료비 지원 등
(사고예방)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민간해양구조대, 방범용 CCTV 설치 등
(식품안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수산물안전검사센터, 수입김치 유통조사 등
※※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등
(청년) 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등
(소상공･자영업)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클린사업장 조성, 점포체험 인턴제 등
❍ [향후 일정]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2019.9.2일까지 국회에 제출

※ 일반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합산하여 후보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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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산국민참여단) 각 부처 요구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일정❙
구분
1차

일시ᆞ장소
6.15. (토)

2, 3차

6.29.~6.30. (토, 일)

4차

7.20. (토)

KT인재개발원
(대전)

주요 사항
참여단 발족 및 위촉장 수여, 사업소개
분과별 사업 집중 논의 및 1차 후보 선별
후보사업 확정을 위한 최종투표 실시

※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과별 4일간의 숙의 및 선호도 투표 진행(생업에 종사 중인 일반국민 400명
참석을 감안하여 토·일요일에 개최)
- (② 온라인 의견수렴)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2주간(6.17~6.28)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
국민참여단 2·3차 회의(2019.6.29.~6.30.)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

※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창에서 요구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 확인 가능

- (③ 사업 선호도조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
- (④ 정부예산안 반영)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총괄표(단위: 백만 원)❙
분야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등 통합주거지원사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
동물농장 등 운영 실태조사
기능성식품 제도홍보/교육
청년 식품실천창업 핫플레이스 조성
한식해외확산 지원
적정농업기술/제품 수출
사회적 기업 IP 전략 지원
우수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개최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를 통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찾아가는 발명 체험교실 운영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국민참여 여객선 비상대응 훈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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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9,597
16,974
8,100
456
1,650
700
1,000
2,500
2,200
540
1,600
400
3,014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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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명
수산물안전검사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 수산물 확대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개편
전통시장 스프링쿨러 설치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점포체험 인턴제 시범운영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청년 경력관리)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벤처캐피탈(M&A활성화 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 행복드림체험학교 운영
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미혼부모 자립지원 사례관리
가족소통프로그램
1인가구지원사업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청소년 상담채널 통합콜센터 설치
위기청소년 원스톱 서비스시스템 구축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서비스
자살유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지원
자살 유가족의 마음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노인통합지원서비스사업(노인안심서비스)
경력단절 보육교사 재교육
가정위탁 지원 운영(위탁가정 휴식보장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교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보육교사 카드형 자격증 발급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시간제보육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가정위탁 (초기정착금, 부모수당)
현충원 방문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 전시 리모델링
국립 4.19묘지 기념관 리모델링
국립 3.15민주묘지 안전관리 강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지원
청년지원 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클린사업장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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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액
2,000
4,000
1,000
1,000
800
5,600
1,680
65
5,000
249
850
6,000
556
8,227
5,623
4,416
2,743
3,953
3,800
214
4,200
3,671
1,760
584
881
4,261
1,287
400
2,365
476
883
2,230
25,799
1,370
113
1,522
1,750
634
1,878
500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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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부처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소방청
경찰청
경찰청

사업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2020 광장시장 신한복 개발
우리동네 야외운동기구 순환지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책나래)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사업
지역아동센터 문화유산교육 지원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실버스 운영
자생식물 탐색 발굴 보급
아파트 벽면녹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사업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나라꽃 무궁화 테마도시 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전문가 교육운영 사업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미세먼지 저감 실내 정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식품안전정보 제공
무료체험방 불법 광고 점검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국민이 알기쉬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사업
해양안전교육자료 개발
해양재난체험관 건립
헬기 냉방기 설치
직업체험관활용 해양재난체험장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운영
국민대상 청렴프로그램 확대
국민소통시스템 구출 및 운영
전국민 찾아가는 기본응급처치 교육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 7 -

요구액
500
412
1,781
2,000
3,000
2,272
800
1,000
300
500
2,000
1,800
5,100
2,500
1,500
1,225
5,200
1,000
1,000
112
641
530
4,089
2,764
1,614
2,902
3,651
1,170
750
2,100
600
3,300
30
1,025
200
117
2,202
4,584
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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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10.)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 2019.6.10.] 유명희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019.6.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
- (의의)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20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2016.12월)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
-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2019.1월 양국 통상
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EU FTA 적용 중단
1.

한-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 특히, 영국 정치 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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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 현재 對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 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원산지]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
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 (운송)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적재산권]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한국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 [기타]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
2.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
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 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였고, 우리의 관심 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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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4.

항후 계획

❍ 한-영 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
- 특히, 브렉시트가 2019.10.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
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 [한국 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영국 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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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주요 결과
자료 : 청와대(2019.6.7./6.10./6.11./6.14./6.15.)

개요
❍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 2019.6.9.~6.16.] 문재인
대통령은 2019.6.9일부터 6.1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주요 경제 분야 협력 성과※ 거둬

※ 스타트업, 첨단조선, 5G, 수소경제, 환경, 사회적 경제 등 혁신과 포용 분야의 협력 성과
※※ (필란드) 2019.6.9.(일)～6.11.(화) / (노르웨이) 6.11.(화)～6.13.(목) / (스웨덴) 6.13.(목)～6.15.(토)

주요 내용
❍ [한-핀란드 정상회담 개최, 2019.6.10.] 문재인 대통령은 2019.6.1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니니스퇴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포용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글로벌 협력, 기후변화 문제, 성평등, 방산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
-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니니스퇴 대통령…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 밝혀
- (고령화) △니니스퇴 대통령…사회 고령화 문제가 심각, 고령층은 사회 다방면에서 기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책과 협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제안, △문재인 대통령…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노후소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
- (청년층 인적교류) △니니스퇴 대통령…핀란드의 노동시장은 작지만 북유럽 시장까지 합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층 인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맺게 될 인재교류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의 우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
- (문재인 대통령-안띠 린네 핀란드 신임 총리 회담 개최, 2019.6.11.) 투자 확대, 스타트업·중소
기업·혁신 협력, 차세대 통신·보건·에너지 등 실질 협력 증진, 한-EU 협력 등에 대해 논의
하고, 고령화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디지털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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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개최, 2019.6.13.] 문재인 대통령은 2019.6.13일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에 대해 논의
- (조선해양산업) △솔베르그 총리…친환경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회가 획대되기를 희망,
△문재인 대통령…노르웨이는 조선기자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한국은 선박 건조
능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살린 윈윈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답변
- (미세먼지) △문재인 대통령…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 노력에 대한 의견 문의, △솔베르그
총리…인접국가들 간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문재인 대통령-노로엔 노르웨이 의회 의장 면담, 2019.6.12.) 문재인 대통령은 2019.6.12일 낮 12시
50분부터 30분 동안 트로엔 노르웨이 의회 의장을 면담하였으며, △노로엔 의장…한국은
노르웨이에게 있어서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해운업, 케이팝 등의 분야에서 많은 교역이
이뤄지는 아시아 제2의 교역국”이라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노르웨이의 성숙한 의회
문화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의회 교류 활성화를 당부
❍ [한-스웨덴 정상회담 개최, 2019.6.15.] 문재인 대통령은 2019.6.15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쌀트쉐바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스타트업, ICT, 바이오헬스, 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포용적 협력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 비전을 공유
- (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스웨덴
정부가 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남·북·미 협상 대표 회동을
주선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마르코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부 장관…“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행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스웨덴의 한반도 특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
-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스테판 뢰벤 총리…“한국 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인데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언급, △문재인 대통령…“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
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
❍ [종합적 평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파트너로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
과의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체제가 구축되었으며, 혁신과 포용의 조화, 양성평등, 사회적 경제
등에서 북유럽 3개국의 모범적인 포용적 성장 전략은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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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6.12.)

개요
❍ [기획재정부,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6.12.] 금번
회의에서는 ①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②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 ③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2019.6월 안에 확정 발표할 예정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은 최근 신흥국 소비시장 확대,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의 기회※를 살려, ① 화장품, ② 농수산식품, ③ 패션·의류, ④ 생활·유아용품, ⑤ 의약품의

5대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 새로운 수출활력 제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은 견조한 성장세 시현 → 새로운
수출동력으로부상
※※ (‘5대 소비재’ 선정) 소비재는 종류･범위가 다양하므로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 정책대상
품목군을범주화, 최근수출동향및전망, 국내생산기반, 해외마케팅용이성등기준으로평가

- (추진 배경)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중국 자국 제조업 육성
등으로 중간재 중심 수출은 성장 한계 직면※※ 가능성 유(有)

※ 13대 주력품목 수출 비중(%): (2012) 81.3 → (2017) 78.2 → (2018) 77.7 → (2019.1Q) 75.9
※※ 중국의 재화별 수입 비중(2008 → 2017): (소비재) 4.7% → 8.7%, (중간재) 52.4% → 52.3%
1.

무역 금융·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 [무역금융 지원] ‘소비재 무역금융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2018: 4.8조 원 → 2019: 8조 원 확대)

※ (현행) 수출보험 한도 2배, 보험료 중소중견 25%, 대기업 10% 할인
(확대) 중소중견 35% 할인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 2배 추가 우대

❍ [글로벌 유통망] 주요 유통망별 타겟팅 입점 지원※(2020년 회당 10개사)

※ 한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감안, (美) 바니스뉴욕 (英) 해롯백화점 등 고급 유통망 집중 공략

❍ [국내외 전시회] 아시아 최대 소비재 전시회 육성(~2022년), 해외 한류 박람회 개최(2019.6월,
10월), 프랜차이즈 전시회 시범 개최(2020년, 베트남, 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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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트렌드] 소비재 중점 무역관 설치(25개), 수출바우처 시스템 개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기본 방향❙
정책목표
◈ 소비재 산업을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
◈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 (2018) 277억 달러 ⇒ (2020) 300억 달러 ⇒ (2022) 350억 달러

기본방향
◈ 소비재에 특화된 금융, 마케팅, 전시회 등 지원 강화
◈ 스토리·문화(한류)를 입히고 감성·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화 모색
◈ 대내적으로는 규제혁신, 대외적으로는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

추진 과제

2.

세부 추진과제

1. 무역금융·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① 소비재 특화 무역금융 지원 강화
②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③ 국내외 전시회 개최 규모 확대
④ 글로벌 트렌드 대응 역량 강화

2.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① 한류 연계 브랜드 프리미엄화
② 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거점 육성
③ 디자인·감성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3. 소비재 기업 수출 지원기반 확충

①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 완화
② 화장품 등 소비재 규제·제도 개선
③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④ 소비재 수출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 [K-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재 브랜드 클럽 운영※(2020년 15개사) 및 홍보

※ K-프리미엄 브랜드 중 수출 실적 1억 달러 이상 브랜드 대상으로 ‘무역의 날’ 포상 신설

❍ [K-스타일 수출존] 수제화·패션·주얼리 등 도심제조 소비재 수출거점 지정(T/F 가동,
2019.9월) 및 로컬 브랜드화(Made in 성수동 등) 추진
❍ [디자인·감성 기술] 화장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첨단 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 R&D 지원※
(2019년 1,6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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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성 화장품소재 개발, 고급 의류소재 개발, 생활산업 고도화 기술개발 등
(총 1,100억 원) / (농식품부) 반려견 간식 등 가공식품 개발(총 160억 원) (보건복지부) 국가
항암신약 등 신약개발 등(총 690억 원) 등
3.

소비재 기업 수출 지원기반 확충

❍ [비관세장벽 해소] 인증·통관·기술규제 등 일괄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할랄 인증 등 지원※

※ (무역협회) 「해외 인증지원 데스크」 애로 접수 → (코트라 해외 무역관) 지사화 대응, 해외
인증 정보 제공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 [규제·제도 개선] 현행 화장품 용기 상 제조원 의무표기 규정 검토
❍ [해외 지식재산권] 주요 국가 맞춤형 실태조사, 보호 인프라 확대 등
❍ [컨트롤타워] 소비재 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수출통상대응반」 등 활용)
4.

향후 추진 계획

❍ [「세부 품목별 후속대책」, 「수출현장 방문」 통한 지원 강화] 소비재 세부 품목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통한 수출 현장 애로 청취 및 신속 대응

※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상반기),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계획(안)」(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
※※ 품목별 수출 유관기관 1:1 상담회, 현장 간담회 개최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
❍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은 ① 데이터, ② AI, ③ 수소 경제 및 ④ 혁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3+1 전략투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
1.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2019.1.16.)

❍ [비전]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 [목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AI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여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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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① 데이터 가치사슬 전(全)주기 활성화, ②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AI 공간적·
사업적·제도적·인적 융합 추진
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1.17.)

❍ [비전]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린수소 산유국 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 [목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연료전지 17.1GW 보급※, 수소공급 연간 526만 톤 이상,
수소가격 kg당 3,000원 달성

※ (수소차) 내수 290만 대 + 수출 330만 대(총 620만 대)
(연료전지) 발전용 15GW(내수 8GW) + 가정･건물용 2.1GW

❍ [전략] 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전(全)주기 활성화, ② 수소 안전성 확보, ③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3.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2018.12.26.)

❍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강국
❍ [목표] 역동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 인재 1만 명 양성
❍ [전략] ➀ 혁신적 인재양성기관 설립, ➁ 시장수요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인재양성, ➂ 민관협력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분야

데이터

이행현황(~2019.5월)

2019년 향후 추진계획(2019.5월~2019.12월)

•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10개 분야 및 센터 • 센터 20개 추가 선정
80개 선정(5월)
• 플랫폼 10개 및 센터 100개 구축 완료 및 운영
시작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대상 200개社 • 데이터 구매바우처 1,000개, 가공바우처 640개
선정(5월)
지원
• 영상·이미지 등 10개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 AI 학습용 데이터 2,500만여 건 7월부터 순차적
구축 착수(5월)
개방

AI

• AI 활용을 위한 컴퓨팅 파워 지원 대상 200개社 • AI 알고리즘 20개社, 컴퓨팅 파워 200개社 지원
선정(5월)
• AI R&D 챌린지 문제공시(1월)

• AI R&D 챌린지 대회 개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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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이행현황(~2019.5월)

2019년 향후 추진계획(2019.5월~2019.12월)

• 수소승용차 1,079대 보급(3월, 내수, 누적)
• 수소승용차 6,358대 보급(내수, 누적)
• 수소충전소 관련 다수 규제 완화, 국회 충전소 • 수소버스(35대), 택시(10대) 등 대중교통 시범
구축 착공(5월)
사업 실시
• 수소충전소 86기 구축(내수, 누적)
• 생산기지 구축 착수(3월~) 등

• 2020년까지 분산형 생산기지 5기, 거점형 생산
기지 3기 구축
• 수소 수전해 생산기술, 고효율 저장·운송 기술
등 개발 추진

수소

•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9월)
로드맵’ 수립(4월)
• 수소시범도시 선정(3곳 내외, 12월)
• 수소경제·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입지선정(2월, 개포), 설립 • 개원(11월) 및 250여 명 교육
추진단 구성(3월)
혁신인재
양성

• AI 대학원 설립할 3개교(KAIST, 고려대, 성균관대) • 개원(9월) 및 80여 명 교육
선정(3월)
• 핵심분야 실무교육생, 석박사 해외파견 지원생 • 실무인재 1,400여 명 교육
모집·선발 중
• 석박사급 450여 명 해외파견

4.

향후 추진 계획

❍ 기(旣) 마련한 데이터·AI, 수소, 혁신인재 양성 중장기 로드맵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주요 산업부문별로 성장·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융복합 확산 프로젝트 발굴
-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2019년 8월 중 「플랫폼
융복합 선도 프로젝트」 발표 추진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은 지난 5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협의하며 준비 중
- 특히, ① 제조-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② 서비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 혁파,
③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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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6.13.)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19.6.13.] 정부는 「2019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및 현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
대책」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

※ (참석)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
조정실장, 기획재정부2･해양수산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2･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계청장, 기상청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 [주요 논의] 정부는 2018년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
- (추진 배경) 그간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
- (추진 경과) 정부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2018.11.~2019.1.)과 국가안전대진단(2019.2.~4.)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 또한, 지하시설물·중대형 SOC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여 2019년 6월 중 발표할 계획

- 18 -

⎗ 정책동향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관계부처 합동)
❍ [주요 논의]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원기준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장애 정도와 욕구·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
❍ [추진 경과] 그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2017.12.19.) 및 시행령(2018.12.31.)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인단체·전문가 등과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방안을 마련 중
❍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자료 : 고용노동부(2019.6.12.)

개요
❍ [고용노동부,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2019.6.12.] 2019년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
- (주요 내용)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하여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

※ 2019년 5월 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에 1조 286억 원 지원(지원금
예산2조7천6백억원의37.2% 집행)
주요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 (변경 전)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

※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 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 이상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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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
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

※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
❍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평균 보수※는 초과 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 관리

※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
(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2019년에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

※ 2018년도보수총액신고결과를토대로사후검증을실시하여 환수기준인지원보수수준의
120%를초과한24,428명에대해223억원을환수조치
-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020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
❍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중단
-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2018년부터 지원
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 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
대상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지원
요건

•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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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 10인 미만도 입증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 조정 시 지원 제외

지원
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 연 1회 신청

신청
절차

•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신청
•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사후
관리

• 지도·점검 반기 1회 실시(반기별 200개소) • 지도·점검 분기 1회 실시(분기별 400개소)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2019년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
❍ 제도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
- 사후 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2018년)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확대
-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

※ (예시)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 금액(신고 보수)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계획]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2년 차인 2019년에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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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6.14.)

개요
❍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 개최, 2019.6.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개최

주요 내용
❍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상반기 남은 2주 동안 재정집행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
- 또한, 지역의 사업현장에서 재정이 적기에 실집행되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홍남기 부총리는 지자체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 전체의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당부
- 개별 사업별로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여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맞춤형
사업관리를 주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8.6조 원)도 전년 대비
2.8조 원 증액된 만큼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
❍ 아울러 지자체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활력을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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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12.)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2019.6.12.] 경자구역별 클러스터(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방안 등 경자구역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정책기획과장,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11월)에서 제시한 개발중심 → 혁신성장의
정책 전환에 따라 경자구역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18년
개최된 두 차례 협의회에서 경자구역별로 적합한 혁신성장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발굴된 혁신성장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육성방안을 논의

주요 내용
❍ [인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송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 現 대형 선도·제조기업 중심에서 선도·중소중견·벤처기업,
제조·R&D,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생태계로 전환
- 이를 통해 입주기업수 250개(現 50개), 고용인원 15,000명(現 4,500명) 목표로 세계 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 [부산진해] 친환경차 부품 융합 단지 및 물류 클러스터 조성
- 르노 부산공장의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생산시설 유치에 따라 부품 국산화 및 모듈화 추진
필요
⇨ 친환경 자동차 및 기계부품 제조기업 집적화 등 해당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 논의
- 두둥지구에 유치한 첨단물류센터(2,300억 원, 1,400여 명)에 유명 e커머스 기업 입주
(2020.11월) 예정
⇨ 부산신항 활용하여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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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기능성 및 바이오 화학소재※ 클러스터

※ 기능성 화학소재: 반도체용 고방열 접착제, 이차전지 리튬염, 잉크 염료 등의 고가 소재

- 세풍산단 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 융복합소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R&D
실증화 및 연관기업 기술 지원
⇨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기업(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 및
지역 연구소, 대학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
❍ [대구경북] 로봇산업 집적화 및 생활소비재 융복합 단지 조성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시 북구) 유치(2010년),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현대로보틱스 등
63개 로봇 및 미래전략산업 관련 기업 입주
⇨ 로봇산업이 市 역점추진 분야인 점을 활용하여 해당 클러스터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
-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안경 등 생활소비재 업체들 동반입주(32개사, 2019.下 예정),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2019~2023) 추진 및 캠퍼스 조성(2018~2021)
⇨ 캠퍼스 추진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업 추가 유치 통한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 논의
❍ [충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280여 개), 6대 국책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인체자원은행 등)이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2017~2026), 입주기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
통한 바이오-메디컬 허브 고도화 방안 논의
❍ [기타] 황해 친환경 미래자동차(전장부품 중심) 클러스터, 동해안권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가공 클러스터 추진 방안 논의
❍ [향후 계획] 위와 같은 투자프로젝트와 클러스터화를 통해 경자구역이 신산업,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을 선도토록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규제혁신,
R&D, 지원기관, 기반시설 등이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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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자료 : 해양수산부(2019.6.11.)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9.6.11.] 해양수산부는
2019.6.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혀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 (추진 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요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4~5월)
구분

법적 근거

지정 시기 및 지역

비고

• 2018.4.5.~2020.4.4.(2년): 전북 군산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2018.5.29.~2021.5.28.(최초 1년 지정 후 2년 연장): 9개
산업위기지역
제17조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지역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 2018.4.5.~2020.4.4.(최초 1년 지정 후 1년 연장):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창원시 진해구
• 2018.5.4.~2020.5.3.(최초 1년 지정 후 1년 연장):
전남 목포시·영암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

8개
지역

-

- (추진 경과) 공유수면법을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한 시행령(안) 개정추진(입법예고 2019.3.~4., 법제처
심사 2019.5.)

※ 김성찬 의원(2018.10.12.), 서삼석 의원(2018.11.2.) 공유수면법 개정안 발의 및 두 법안을
병합한 상임위 대안 국회 의결(2018.12.6.)
- (주요 개정령안) △감면대상…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 △감면기간…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4.~)부터 소급
하여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5.)까지, △감면 효과…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 → (개정 후)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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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G20 재무장관회의,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자료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2019.6.1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2019.6.8.~9., 일본 후쿠오카] 2019.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세계
경제 안정적 성장 및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하고,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합의

※ (참석)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발금융

• (G20 회원국)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제고, 개발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가플랫폼
구축 등 2019년 G20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 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
하고, 개발 파트너들 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 인식
• (홍남기 부총리)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
구축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

세계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대응

• (라가르드 IMF 총재) 세계 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회복도 기대되나,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무역갈등
해소, 시장과의 소통에 기반한 통화정책,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간 균형 잡힌 재정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
• (G20 회원국) IMF의 전망과 위험요인 진단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위험요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 대부분 회원국은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완화적 통화 기조의 지속, 재정을 활용한
내수 보완,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으며, 개별 국가 단위의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
•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4가지※ 정책공조
방향을 제언
※ ⅰ) 정책 공조 강화, ⅱ) 투명한 통화정책 운용, 시장안정화 조치,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ⅲ) 각국 여력에 맞는 재정정책 조속히 마련·추진하여 선제적 대응, ⅳ)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규제·산업·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필수

국제조세

• (G20 회원국) 최근의 기술혁신,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지형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BEPS※ 프로젝트), 조세 투명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BEPS 포괄적 이행체계(BEPS Inclusive
Framework)※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
※ BEPS프로젝트 참여국 확대(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를 위해 구축된 이행체제(現 12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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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확대,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

글로벌 블균형

• (G20 회원국) 금융위기 이후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상수지(flow) 불균형이 최근 일부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stock)의 불균형도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글로벌 불균형은 거시경제·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G20 차원의
정책대응을 통해 개선시켜 가야 한다는 데 인식 공유
-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적자국 모두의 거시경제·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 (흑자국)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역장벽 제거, 과도한 기업저축 방지
등 투자의 확대를 통해, (적자국)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제고와 노동·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켜 가자는 의견

고령화

• 고령화 진행단계가 유사한 회원국별로 3개의 소그룹※을 편성하여,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그룹토의를 진행
※ 노년부양률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중간
그룹에 포함
• (G20 회원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연금·보건 등 복지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금·보건지출 효율화, 조세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
• (홍남기 부총리) 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언
※ ⅰ)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력, ⅱ)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필수, ⅲ)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숙련도에 첨단기술 결합으로 경제 생산성 향상,
ⅳ) 고령친화 산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인프라

• (G20 회원국)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투자 갭의 축소를 위해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한 6대 원칙※※을 승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
※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환경적으로 기여하는 인프라
※※ ① 지속가능성장 및 개발, ② 경제적 효용, ③ 환경적 고려, ④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⑤ 사회적 고려, ⑥ 거버넌스 등
- 또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운영가이드(Reference Notes)와 인프라 투자 지원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향후 G20 차원의 추가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

금융 이슈:
금융규제, 금융혁신

• (G20 회원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금융시장
분절화(fragmentation)※※ 현상의 원인을 논의하고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이 큰 틀에서 마무리 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는 개혁의 영향 평가※※※와 새롭게 대두
되는 위험요소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음.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분절화의 원인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국제
증권감독기구(IOSCO)는 증권시장의 분절화를 연구
※※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이행시기·강도의 불일치 현상
※※※ 금융규제 개혁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평가 등
- (금융혁신과 관련) 암호화자산의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암호화자산 규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융혁신 혜택 실현을 위해 분산형(Decentralized) 금융기술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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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20 회원국은 금번 회의에서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내용이 다수 반영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계경제

•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당면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적시하여, G20 차원의 공동
노력을 환기
-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으로, 우리 경제정책 기조이기도 한 적극적이며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운용과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

고령화

• 고령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함께 강조

국제금융체제

• IMF가 쿼타 기반의 적정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
- 2019년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함께 추진한 G20 저명인사그룹
권고안 검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구축 논의를 환영
-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를 위한 채무자와 공적 채권자, 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

기타

•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 보편적 의료보장의 인적자본 확충 및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기여,
재난금융을 통한 자연재해에 대한 자금조달의 회복력 제고 등 2019년도 의장국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2019.6.8., 일본
츠쿠바] G20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장관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변혁 경험을 공유

※ G20에서 디지털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4번째 열린 회의로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폭넓게 공유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이상 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이상 MIKTA),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

- 2019년 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와 한국의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험 및
5G 인프라에서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5G+(5G 플러스) 전략을 소개
-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공지능(AI) 이사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이번 G20 디지털경제장관 회의에서 재확인

※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웰빙, 사람 중심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강건성, 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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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의 축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화의 이익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일자리의 이동과 디지털 인력의 교육 문제, 데이터의 보호와 신뢰,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과정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인식 공유
-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채택) G20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6.28.~29., 오사카) 정상선언문
에도 반영될 예정

※ 인간중심 미래사회,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AI), 거버
넌스 혁신, 보안,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용
-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터기 장관 면담, 2019.6.8.) 유영민 장관은 2019.6.8일 인도네시아 통신
정보기술부 루디안타라(Rudiantara) 장관, 유럽연합 안두러스 안십(Andrus Ansip) 부집행
위원장, 터키 산업기술부 무스타파 바랑크(Mustafa Varank)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5G,
디지털 인재양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2019.6.8.~9., 일본 츠쿠바]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

※ (참석) G20 회원국 통상장관·과학기술장관, 국제기구 총재
※ (의제) ①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 ② 국제무역 현황에 대한 G20 대화, ③ 시장 주도적
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기업 환경 , ④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투자, ⑤ WTO 개혁
및 양자·지역무역협정 최신 동향

-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유명희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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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함.
☞ 유명희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를 소개

- (WTO 개혁 논의 가속화 촉구)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유명희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 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
- (양자회담 개최) 유명희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 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
◈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2019년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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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식품부,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1.)

개요
❍ [농식품부,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운영, 2019.6.11.]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채소산업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2019.6.10일부로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을 구성·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심층적 논의를 거쳐 ‘채소산업발전대책’을 마련
- (구성·운영)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을 단장으로, 생산·소비경향 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3개 팀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6~8월 한시적 운영

주요 내용
❍ [생산·소비경향 분석]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신선채소 소비 실태와
품목별 구조적 공급과잉 여부 등 분석
-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 식재료와 편의식품 등으로 구매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신선채소류 소비가 감소

※ 배추구매액(2018 소비자패널분석, 농촌진흥청): (2015) 21,493원→(2016) 24,275 →(2017) 22,897
※ 절임배추 구매액: (2015) 11,678원 → (2016) 13,889 → (2017) 11,334
※ 포장김치 구매액: (2015) 17,801원 → (2016) 22,177 → (2017) 26,170

❍ [수급안정] 기존 수급안정정책 한계를 분석, 시장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수급정책 개편방안 마련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정부·지자체·생산자 등 시장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유통구조개선] 새로운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 정책 개편방안과 생산자가 가격결정에 참여
하는 대안적 유통경로 확대 방안 마련
- 식품기업의 수입 농산물 사용비중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자와 식품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유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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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현재 채소 수출이 국내 과잉 물량을 밀어내기 형태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출국의 수급상황 분석을 거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시스템을 마련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0.)

❍ [농식품부,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운영, 2019.6.10.] 농식품 수출 미개척지인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신북방 시장의 이해 및 수출물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학계·연구소·수출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

※ 이번 포럼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수출확대
정책의 성공을 거둔 경험을 살려 신북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2019.5.23일 14인의
위원과 함께 발족하여 정부의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공유하고, 포럼의 운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선정한 바 있음.
※※ 신북방 수출확대 대상국가: 독립국가연합(CIS) + 몽골 + 폴란드 등 14개국

- (주요 목적) 독립국가연합(CIS)의 정치·경제 및 시장의 이해, 신북방 지역의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제발표와 연계한 자유토론이 진행
- (향후 계획) △3차 포럼(6.25.)…수출업체 간담회 형태로 극동지역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부산에서 진행되며, 포럼위원 외에도 부산·경남지역 20여 개 수출업체가 함께 참여, △4차
포럼(7.23.)…러시아 농식품 시장의 역학관계와 경쟁기업을 분석하고,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데 중점,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2019.8월 말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

한-러 농업협력포럼, 한·우즈벡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1.)

❍ [농식품부·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주최, 한-러 농업협력포럼 및 한·우즈벡 비즈니스 상담회
(다이얼로그) 개최, 2019.6.11., 러시아 모스크바 / 6.13., 우즈벡 타슈켄트] 러·우즈벡 등 북방경제권
국가의 농기업 간 교류확대를 통해 국내 농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진출 활성화를 모색
하고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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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신북방정책과 연계, 북방지역 ‘농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의
활발한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필요
- (주요 목적) 북방경제권 국가(러·우즈벡)와 농산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농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협력 기회 탐색
- (주요 내용) △참가 기업…농축산물 생산·유통·농기자재 관련 국내외 120여 개 기업※,
△주요 프로그램…양국의 농업 투자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발표, 양국 농산업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성공사례, 투자제안 발표,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 우즈벡 현지 산업 시찰,
농업 관련 국제행사(농업박람회) 참석

※ (한･러) 한국 25, 러시아 40 / (한･우즈벡) 한국 27, 우즈벡 35
- (기대 효과) 러시아, 우즈벡에 온실 등 농기자재 진출 확대 및 농업개발 투자 확대
- (향후 계획)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 및 우리 농기업들의 북방지역 국가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2019.6.10.]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2019.8.28일 개최되는 농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6.11일부터
6.14일까지 4일간 운영

※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장려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마을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

- (주요 내용)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표어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 예선 등을 거쳐 추천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연과 평가를 실시
하여, 대회에 참가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의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분야별 평가순위에 따라 시상※

※ 금상(분야별 1위, 40∼30백만 원), 은상(분야별 2위, 20백만 원), 동상(분야별 3위, 15백만 원),
입선(분야별 4∼5위, 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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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농촌계획·한국건축대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0.)

❍ [농식품부, 2019년 한국농촌계획·한국․건축대전 개최, 2019.6.10.] 농촌 가치의 복원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

※ 한국농촌계획대전: 농촌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쾌적하고 아름
다운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올해로 17번째 개최
※ 한국농촌건축대전: 농촌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여 올해로 14번째 개최

-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되살리기’를 주제로 2018년과
2019년에 ‘농촌다움 복원 사업’에 신청하였던 지구 중 7곳※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

※ 경기양평, 강원평창, 충북청주, 충남예산, 전북완주, 경북경산, 경남의령

◈ (농촌다움 복원 사업)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가 가진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도시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가치를 발굴·보존하는 사업

- (사업 규모) 지구당 20억 원(사업기간 5년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에 선정된 4곳※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

※ 충북괴산, 충남서천, 경북상주, 전남고흥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보육·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

- (사업 규모) 4개 지구(시·군), 총 사업비 321억 원(지구당 80.25억 원)
-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구분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

공모자격

농어촌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공모주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촌다움 되살리기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공모대상지

농촌다움복원사업 신청 7개 지구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선정 4개 지구

공모일정
홈페이지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신청) 2019.6.3.~7.25., (수상작발표) 9.4. (참가신청) 2019.6.3.~6.28., (수상작발표) 9.3.
www.raise.go.kr/rural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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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산·경남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A+센터) 신규 개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0.)

❍ [농식품부, 경기, 부산·경남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A+센터) 개소, 2019.6.10.]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경기(2019.6.3.)와 부산(2019.6.5.)에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를 신규 개소※

※ 기존 5개소(서울,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경기, 부산

- (주요 목적)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기능·역할) 경기·부산 A+센터는 각각 ‘농식품 융복합기술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제품 투·융자’ 분야를 주력 지원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민간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파악하여 규제 해소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과학진흥원,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현황>
◈ (목적)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농식품 창업자 대상 상담, 교육, 연계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예산) 2,990백만 원(국고보조금 100%) ※ 2018년 대비 890백만 원 증가
◈ (시행 주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센터 현황) 기존 5개 권역에서 센터를 운영하였으나, 경기·부산 지역 정책수요자 증가 및 접근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개 센터 추가 운영
구분
추가 개소
기 운영
센터 부산 A+센터 경기 A+센터 서울 A+센터 세종 A+센터 강원 A+센터 전남 A+센터 경북 A+센터
광교
서울
장영실
강원
전남
경북
설치 센텀그린타워
비즈니스센터 창조경제 과학기술지원 창조경제
창조경제
창조경제
장소
(부산)
(수원) 혁신센터(서울) 센터(세종) 혁신센터(춘천) 혁신센터(여수) 혁신센터(구미)
설치
2019.6.5. 2019.6.3.
2017.3.8.
2017.3.10. 2016.5.17. 2015.6.17. 2016.5.25.
날짜
관할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광주, 전남,
경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경남
충청
제주
A+센터
부산
경기
서울
세종
강원
전남
경북

핵심사업 분야
벤처창업제품 투·융자지원
농식품 융복합기술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확산지원
벤처창업기업·제품 홍보지원
벤처창업 교육지원
창업제품 유통·판로지원
창업제품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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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업기관(창조센터 外)
(주)롯데액셀러레이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연구개발특구재단
㈜네이버
㈜GS
국내외 바이어

⎗ 정책동향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2.)

❍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 운영, 2019.6.12.]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2019.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
하도록 의무화(2014.1.1일부터 전국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주요 내용) 동물 미등록,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동물보호법상의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 계획)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 동물소유자의 동물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 2019.3.1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0.3.21일 시행)
-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 범위 확대를 추진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 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년)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범위 개선(안)❙
구분

장소

목적

현행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

반려의 목적

개선

(동일)

모든 개, 단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
「가축분뇨법」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
※ 2018.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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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에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2.)

❍ [농식품부,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에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구축, 2019.6.12.]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새벽배송업체인 ‘오아시스마켓※’과 협력하여 2019.6.12일 농공상기업※※의 전용
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를 오픈

※ ‘오아시스마켓’: 농수산물 생산자 비영리단체인 ‘우리생협’과 함께 2016년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해 최근 온라인몰 새벽배송업체로 급성장 중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 ‘농공상기업’: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농업인과 중소
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추진 배경) 모바일 유통채널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유통의 화두로 부상
하는 시장변화에 발맞춰, 농공상기업 제품의 판로와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아시스마켓’에 전용판매관을 구축
- (주요 내용) ‘오아시스마켓(www.oasis.co.kr)’에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를 구축
하고 농공상기업의 우수 제품 130여 품목 입점, ‘오아시스마켓’의 오프라인 매장 39개소에도
동시 입점
- (향후 계획)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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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0./6.11./6.12./6.13.)·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6.13.)

❍ [농식품부,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특별점검 실시, 2019.6.1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 시설기준: 가열시설, 이물질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 건조･냉각시설 등
※※ 가열처리기준(양돈용):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등
※※※ 표시사항: 성분등록번호,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의 명칭, 용도 등
※※※※ 안전성 검사: 수분, 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기타(구리, 아연, 인), 등록성분 등

- (주요 내용) △점검일자…2019.6.10.~6.17., △점검기관…시·도 주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점검대상…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82개소, △중점 점검사항…남은 음식물사료의 가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사료에 대한 안전성 등
- (향후 계획) 특별점검 이후 지자체별전담관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월1회 정기점검지속 실시
============================================
❍ [농식품부, 지자체 및 농가 점검 실시, 2019.6.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및
철저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방역실태와 양돈 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주요 내용) △점검일자…2019.6.12.~6.18., △점검지역…지역담당관(126명) 담당 시·군,
△점검사항…시·군 방역실태 점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돈농가 방역 관련 점검 수행※

※ (지자체) ASF 담당관제 운영,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및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홍보 등에 대하여 점검
※ (농가)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소독시설 및 울타리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
- (향후 계획)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및 농가 등이 경각심을 갖고 최고 수준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38 -

⎗ 정책동향

============================================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019.6.11.]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국내 방역대책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
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 이번 회의는 북한이 ASF 발생을 OIE에 공식보고(2019.5.30.)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
※※ (참석) 농식품부(차관 주재),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5)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 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할 계획
-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국방부·환경부)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민간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조속히 금지,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겨울철 발생 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
- (향후 계획)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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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농식품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국경검역 실태 점검, 2019.6.13.] 국무
조정실과 농식품부는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검역대책의 현장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의 국경
검역 실태를 일제 점검

※ 5개반(17명)이 6.4.～11.(8일간) 점검
※※ ▵공항(7): 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 ▵항만(4): 인천･평택･군산･부산

- (주요 내용)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
(축산물 소지 여부),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
추진 현황을 집중 확인
- (휴대품 검색)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X-ray 검색·의심 수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현황 등
여행객 휴대품에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현장 검역 진행
상황을 점검

※ 검색강화: ASF 발생국 위험노선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205편/주 → 261편/주, 2월∼) 및
일제 개장검사(28편/주 → 126편/주, 2019.5.22.∼) 확대 실시(인천공항)
※※ 지방 공항,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 실시
- (남은 음식물)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의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 차량 및 밀폐 용기 활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

※ 항만 용역업 3개소, 폐기물 처리업 7개소, 항공기 취급업 19개소
- (축산관계자)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입출국 신고 관리와 입국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농장주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대인 소독과 휴대품
소독, 차단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 철저

※ 농장출입 자제(5일간), 발생국 방문 자제, 귀국 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 (홍보)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의 사전 반입금지를 위한 발권 데스크 내 배너·리플릿 배치,
입국장에 배너·전광판을 통한 홍보, 공항만 내 국경검역 안내방송 실시 현황도 확인

※ 공항만 내 안내방송, 전광판･DID 등 홍보시설 및 배너･리플릿 배치
※※ 축산물 자진폐기함 49, 홍보 배너 255, 전광판 23, DID 132개 설치･운영

-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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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등
이슈 브리프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2019.5.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서울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발표, 2019.5.22.] 서울시가 서울-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
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

※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서울-지방 청년에 대한 집중지원, ▴주민주도
풀뿌리 상생교류활동 지지, ▴서울의 교육‧정보‧기술‧공간 인프라 개방 및 문화자원 제공,
▴지방의 물자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기계적 교류방식이
아닌 포용적 상생교류를 위한 서울의 책임 강화가 주요 골자

- (주요 내용) 3가지 핵심 키워드 △사람, △정보, △물자의 나눔, 순환, 균형으로 20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해 36개 사업을 실행

<핵심 키워드: 인적 교류, 정보 교류, 물자 교류>
❍ [인적 교류] 청년 창업 및 고용에 역점을 두고, 서울 청년들이 지역으로 진출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
- 2019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연간 500명 규모로 청년을 선발해 사업비(창업), 인건비(고용)
및 지역 정착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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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었던 귀농·귀촌 지원은 실제 농가에서 살아보며 배울 수 있는
‘체류형’으로 진화, 서울시민이 지역에서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
농장’이 2019년 3곳(괴산, 상주, 영암)에서 2022년까지 전국 총 10개소 확대
❍ [정보 교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혁신기술과 정책을 지방까지 전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혁신로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팀을 이뤄 각 지역으로
가서 현장밀착형으로 컨설팅
- 도시재생 등 서울이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정
책연수프로그램’ 내에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신설하고 참여자 규모도 2019년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까지 확대
- 문화·예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방문 공연, 전시 교류 등도 확대
❍ [물자 교류] 도시농업과 관련한 홍보, 판매, 체험이 모두 이뤄지는 종합 플랫폼인 ‘농업공화국
(가칭)’은 2021년 마곡에 문을 열고, 지역 농‧특산물 오프라인 홍보·판매 거점으로 2018.11월
‘상생상회’를 연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도 연내(2019) 오픈
<주요 내용>
❍ 서울시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비전 아래 △인적 교류(지역 정착·활동
지원 17개), △정보 교류(혁신 기술‧제도 공유 10개), △물자 교류(자원의 유기적 연계 9개)
세 분야, 총 36개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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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주요사업) 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취·창업 지원, ②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③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심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④ 서울의
혁신기술과 제도 공유, ⑤ 지역상생 거점(복합공간) 확대
1.

서울-지방 청년 교류 사업

❍ 서울 청년의 활동무대를 지방까지 확장하고, 지방 청년들에게는 서울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공간 인프라를 확대 개방, 특히, 지방에서 취·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
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고 침체됐던 지방에는 활력을 이끈다는 목표
❍ [창업모델] 연간 100명의 청년(만19세~39세)을 선발해 창업자원 조사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단계별로 지원
- 2022년 연 200명으로 연차별로 참여 청년 수를 확대, 선발된 팀은 사업비로 연 2천만 원~5천
만 원을 지원
- 농산촌 창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유통, 지역재생·마을활성화, 문화·
복지·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
❍ [고용모델] 연간 200명 내외를 선발해 지방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
-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연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
❍ 지방에 사는 예비 대학생이 대학탐방 등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
- 2019년부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공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방(총 193호, 공실율 약 20%)
- 서울창업허브의 취창업 교육 등 서울시 운영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롭게 제공하여 2019년 150명에서 2020년에는 400명으로 확대
- 공공기숙사 개방은 2019년 방학 기간 중에만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2020년부터는 연중 개방,
30실 개방 시 방학 중에는 총 1,100여 명, 연중으로 확대할 경우 2,500여 명이 이용 가능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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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체계적 귀농·귀촌 지원

❍ 귀농·귀촌 지원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탐색) → 단기 농촌살이 체험 → 실제
농가체류 총 3단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
- (1단계: 귀농·귀촌교육) 이론·실습 중심의 탐색 과정, 연간 800여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
으로 귀농창업교육(140명), 귀촌교육(360명), 귀농·귀촌지역교류(220명) 등을 진행
- (2단계: 단기 농촌살이 체험 ‘서울농장’) 예비 귀농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며 농촌문화를
체험해보고 관련 정보도 교류하는 공간인 ‘서울농장’이 2019년부터 차례로 문을 열며
체류형 숙소와 실습을 위한 개인텃밭과 체험장,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

※ 2019: 괴산(9월), 상주(10월), 영암(11월) 3곳→2022년: 총10곳(연20,000명이용))
- (3단계: 장기(9~10개월) 체류형 귀농지원) 연간 60~70여 가구를 선발해 9~10개월간 실제 농촌
살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 영주, 무주, 구례 등 6개 지자체와 협업, 시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비 일부(60%, 40% 자부담)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거주·체험 공간과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3.

문화·예술자원 지방과 교류

❍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큰 문화·예술 분야 교류도 확대
❍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오페라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을 중심으로 지방공연을 확대,
2018년 연 18회에서 2019년 20회로, 2022년 28회로 연차별로 늘릴 계획

※ 서울시향은 내년부터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

- 서울에서 열린 전시를 지방에서, 지방의 특색있는 전시를 서울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교류도 시작,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시설을 중심으로 2019년 2회
(순회전 1회, 교류전 1회) 개최하고 2022년 9회까지 확대
-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역사·문화 교류사업도 운영,
예컨대, 서울 청소년들은 팜스테이, 농촌체험을, 지방 청소년들은 서울의 주요명소와 청소년
축제 현장 등을 방문, 18개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총 2,100명의 청소년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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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기술·제도의 공유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정보·재정력 등에서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비해 활발한 정책실험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서울시가
축적한 혁신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지방 도시들과 공유·전수
❍ 핵심적으로 서울의 정책이 각 지역현장의 실태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찾아
가는 혁신로드’를 시작,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혁신자문단’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역 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시 혁신사례의 접목방안 등을 컨설팅※, 2019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연 9개 지자체로 연차별 확대

※ 시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보다 자세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찾아가는
정책공유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확대·보강) 참여 공무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자 규모도
2019년 연간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 수준으로 확대
- (‘자치분권대학’ 운영) 혁신·상생을 이끌어나갈 주체는 시민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별
우수한 혁신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 자원 발굴부터 사업을 브랜딩하는 교육을 통해
상생 철학을 확산하는 ‘자치분권대학’을 새롭게 운영, 시민청 등 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2019년 연 1,000명 수료에서 2022년 5,000명
으로 확대
5.

자원연계 거점공간 운영

❍ 지역의 농특산품을 상설판매부터 도시농업체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생거점 복합공간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
❍ 도시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곡에
조성 중에 있으며, 지상 3층 규모로 지역농특산물 홍보·체험관,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체험농장, 텃밭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 시는 이곳을 지역의 특산물과 정보, 커뮤
니티 등 상생자원이 모이는 허브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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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산물 수출 유발효과 분석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U.S. Agricultural Exports Supported
1.2 Million Full-Time Jobs in 2017”(2019.6.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유발효과 분석
❍ 농산물 수출은 생산, 고용, 소득증진, 구매력 등 국내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음.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 1달러가 1.3달러의 산업유발 효과를 가져
왔다고 분석함.
- 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 1,300억 달러로 약 1,790억 달러의 산업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총 3,1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농산물 수출액 10억 달러당 약 8,400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2017년 농산물 수출액으로
추산 시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임.
- 이 중 79만 5천 개는 비농업 분야 일자리로써, 연료, 비료, 기타 농업 투입재의 생산, 거래,
운송 분야이며, 이외에도 자료 정리, 금융, 법률 상담, 경영, 관리 분야 고용도 포함됨.
❍ 2004~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로 인한 비농업분야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출로 인한 농업 및 비농업분야 고용을 분석한 결과, 비농업 분야 고용이
농업 분야 고용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산물 수출이 대두, 옥수수 및 곡물 같은 원재료 수출보다는 가공식품, 축산 가공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비농업분야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 농산물 수출액에 따른 농업/비농업 분야 고용창출 추이❙

자료: USDA, ERS,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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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네덜란드 감사원, 직접지불금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IEG Policy에서 발표한 “Most CAP direct payments go to farmers with high income,
Dutch auditors find”(2019.5.2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감사원, 직접지불금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네덜란드 감사원은 2014년 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금이 25,000명의 네덜란드 농업인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음.
❍ 분석 결과 직접지불금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로 평균 소득 이상의 농업인들이
소득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보조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수준 이하의 연소득(19,253유로)을 기록한 네덜란드 농업인이
전체의 36%였으며, 이들은 전체 직접지불금의 21%를 수령하는데 그쳤음.
- 반면, 66,000유로(네덜란드 전체 평균 소득의 2배에 해당) 이상의 연소득을 기록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농업인의 1/3
이상은 소득보조 없이도 평균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네덜란드 농업인은 대부분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순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대농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았음.
❍ 유럽연합은 현재 공동농업정책 이행 기간인 2014-2020년 약 3,080억 유로의 예산을 직접지불금
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중 네덜란드에 할당된 금액은 약 50억 유로임.
❍ 현재 직접지불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대농이 소농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됨.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며 농가 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킴.

※ 현재직접지불금분배체계는모든회원국에서동일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 지원액의 80%가 20%의 농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감사원은 현재 직접지불금 체계는 구시대적이며 “정당한 근거
없이” 농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참고: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_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2019.1.21.)).
- 네덜란드 정부는 오래전부터 직접지불금이 농가의 규모화와 이로 인한 과다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직접지불금 체계를 비판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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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단순 보조 대신 연구와 혁신 분야에 투자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공동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 중에 있음.
-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현 직접지불금 체계는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중 하나인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한 직접지불금 체계를 위해 농가당 직접지불금액이
10만 유로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상한선 설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언론 동향

대북지원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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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주요 동향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별도 대북식량지원 검토, 2019.6.13.]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별도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 있다”며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시사
- 다만,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구상이 남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요 언급 내용(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6.13.)>
◈ “별도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화상 상봉과 면회소 개보수 사업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병충해, 전염병 등에 대해 남북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앞으로도 정부는 상호존중과 신뢰, 평화와 호혜의 6·15 정신을 되새기며, 남북공동선언을
끊임없이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
◈ “남·북·미 세 당사자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르며 협상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우리 후손의 미래가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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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민간단체 FIDA, 대북지원 중단] 핀란드의 민간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강화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20년간
이어온 북한 지원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

※ FIDA는 1998년부터 대북 지원사업을 시작해 핀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매년 41만 4천 유로 상당의 농작물 재배와 의료 장비, 서비스 지원해 옴.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조치로 국제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대북 의료와 식량지원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결정으로
FIDA는 지난 2019년 5월 북한 강원도의 보육원 134곳에 옥수수와 콩 412t을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직원 2명도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 [미국 국방부, 대북지원 동참할 계획 없어, 2019.6.12.]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019년 6월 12일
(현지시각)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전해
- UN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민간 NGO 단체들이 북한의 식량난을 강조하며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핵과 미사일 개발
우선 정책 때문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 다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북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길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
❍ [더불어민주당-통일·외교 당정협의 개최…대북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 외교부는 2019년 6월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등 현안을 논의
-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
진전 상황, 헝가리 유람선 사고, 미중 무역분쟁,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보고
❍ [정부, 대북지원 8백만 달러, 국제기구에 송금 완료] 한편, 통일부는 2019년 6월 11일 세계
식량계획(WFP), 유니세프의 계좌에 8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혀

※ 정부는 2019.6.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
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모두 800만 달러
(약 95억 원)를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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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국제기구 내부 절차에 따라서 WFP의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사업이 북한 현지에서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 이번 대북지원 공여와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제기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식량 지원에 관한 여론 수렴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대북 식량지원, 직접지원도 적극 추진 필요]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우선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활용하되 분배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 [문재인 대통령, “6월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하지 않다” 언급] 한편, 노르웨이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6.13일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에서 남북은 짧은 기간 동안 협의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6월 중 남북정상
회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비핵화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언급
자료: “정부 “대북지원 8백만 달러, 국제기구에 송금 완료””(KBS, 2019.6.11.), “대북
식량지원, 직접지원도 적극 추진해”(농수축산신문, 2019.6.11.), “RFA 대북제재면제
‘화이트 리스트’ 필요”(YTN, 2019.6.12.), “핀란드 민간단체, 대북지원 중단…“美
제재 때문”” / “민주당-통일·외교 당정협의…대북지원, 헝가리 사고 등 논의”(KBS,
2019.6.13.), “김연철 “별도 대북식량지원 검토”...文 오슬로 구상 측면지원”(서울경제,
2019.6.13.), “김연철 “별도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아시아경제, 2019.6.13.),
“문 대통령, 냉리 스웨덴 의회 연설...어떤 내용 담길까”(연합뉴스, 2019.6.13.), “美
국무부 “北식량난, 핵·미사일 우선 탓...대북 지원 동참 안 한다””(조선일보,
2019.6.13.), “문대통령, “6월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하지는 않다””(경향신문, 2019.6.13.),
“문 대통령 “트럼프에 보낸 김정은 친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 있다”(한겨레, 2019.6.13.),
“문 대통령 오늘 스웨덴 의회 연설…‘비핵화 제안’ 주목”(KBS, 2019.6.14.), “文대통령,
스웨덴 도착...14일 ‘의회 연설’”(파이낸셜뉴스,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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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5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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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19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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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170.3
172.4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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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169.8
17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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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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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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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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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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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