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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6개국 정상회담 개최
•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대상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선언
• 로컬푸드 확산 위한 3개년(2020~2022)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 추가 도입
•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선정
•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등

▮아젠다발굴
•
•
•
•

[기획] 빅데이터 동향 ❙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현황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집행위원회, 양봉 부문 지원 확대 결정
언론 동향 ❙ 남·북·미 정상 만남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2019.6.30.) 등

▮통계·조사
•
•
•
•
•

2018년 귀농인·귀촌인통계 결과
2019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조사 결과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등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 : 기획재정부(2019.6.27.)

개요
❍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9.6.27.] 2019년 7월 1일,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 연 2회(1월･7월), 약 1만 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 (주요 내용)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으며,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
❙주요 분야별❙
금융·재정·조세
25
농림·수산·식품
25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8
13
25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15
16
35

문화·체육·관광
5
국토·교통
11

❙시행 시기별❙
7월
79

8월
5

9월
8

10월
13

11월
8

12월
8

기타(기시행·예정)
57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보건복지부
•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 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 금융위원회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 ⇢ 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
(개별 은행앱 ⇢ 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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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창업자금 등),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

+장려금 200만 원) 지원
□ 해양수산부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 원 ⇢ 300만 원)
□ 국방부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
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 공정거래위원회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환경부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 경찰청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면허취소: 0.1 ⇢ 0.08%)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료(2019.6.27.) 참고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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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
•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2019.下)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 “염해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농지의
허가 대상에 포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 → 20년)

2019.7.1.

3. 양곡관리사 도입
• 쌀 산업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 양곡관리사 자격증 도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용

2019.12.(잠정)

• 양곡관리사를 통한 권역별 정부양곡 관리체계 구축

4.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현행)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
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2019.7.1.

- (개선)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5.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

•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현행)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

2019.7.1.

- (개선)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
※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
에서 제외
6.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 (생산)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완화와 육색·지방색 등 평가
2019.12.1.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기준 강화, 성별·품종별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
(축산법 시행규칙
될 수 있는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 (소비) 쇠고기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 강화
2018.12.27.
개정)
및 등급 명칭 보완
7.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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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 (생산) 육질(1, 2, 3등급), 육량(A, B, C등급) 3단계 체계로
2019.7.1.
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변별력 강화
(축산법 시행규칙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 • (소비) 품질을 식별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지표
2018.12.27.
추진
개정)
설정

8.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
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2019.9.1. 적용
(신규농가는
2018.9.1.
기시행)

9.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 시 표시 의무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정·
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취소에 대한 근거 명확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9.7.1.

10.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 생계안정비용지원 기준을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 축산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하여 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2017년
농가의가계지출비용을고려하여변경
통계청 자료 기준: 월 2,553천 원 → 3,125천 원)

2019.7.1.

11.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 살처분 참여자에게 작업 후15일 이내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 폐지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 추가적인 전문치료 시 자부담(50%)을 없애고 전액 국가가 부담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 강화

2019.7.16.

12.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 지급
있는 계약 사육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 도모

2019.7.1.

1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 업종의 영업신고, 방제기준, 인력·장비 기준, 영업자 교육
해충방제가 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관련 사항
있어, 전문업체를활용하여효율화· • 해당 업종의 의무적 이용 대상자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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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4.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가금 관찰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다목
위한 CCTV 의무화 규정 시행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

2019.7.1.

15.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표시 대상 구분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조정(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강화하고, 음식점에서 식육의 - 농수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축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허용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
제공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시행령 제3조5항 5의2 신설)

2019.7.1.
(잠정, 개정안
심의 중)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중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
하여 표시

16.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 도매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 경매사 교육 이수 의무화(법 제75조 일부 조문 신설) 도매시장법인
따른 경매사 역량 제고를 위해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의무교육 도입
교육 훈련 이수
•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90조 일부 조문 신설)

2019.7.1.

-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매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미이수 시)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17.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및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 •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조치
교육 이수 의무화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등

2019.7.1. 단,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2020.1.1.
, 사전교육은
2019.7.1일부터

18.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PLS 제도 연착륙 등 농약 안전 •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
개선
•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
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운영

2019.7.1. 예정

19.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 신고 후 수리까지 처리지연 등을 • 곤충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5일 이내 신고 수리
방지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의 민원처리 • 5일 이내 미통지 시, 해당 처리일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완료시점에대한예측가능성을 제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

2019.7.1.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료(2019.6.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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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중요한 제도 인포그래픽(농식품부)❙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2019.6.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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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6개국 정상회담 개최
자료 : 청와대(2019.6.27./6.28./6.29.)

❍ [한-중 정상회담 개최, 2019.6.27.] G20 정상회의(2019.6.27.~29., 오사카)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7일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방북(2019.6.20.~21.)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
◈ (시진핑 국가주석) 최근 방북(2019.6.20.~21.)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함.
첫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둘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셋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넷째,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언급

- (한중 FTA 후속 협상 관련) △문재인 대통령…양국 간 경제협력에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
하는 기회인 만큼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인 만큼
다자주의, 개방주의 무역체제에 대해 적극 지지, △시진핑 주석…다자무역은 양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타결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 아래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대기환경오염 등 환경문제 관련) △시진핑 주석…현재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10배의 노력을
기울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 △문재인 대통령…양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영향, 중국은 앞선 경험과 기술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해결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
- (기타) 양 정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FAO를
비롯한 UN, WTO 등 다자차원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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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2019.6.28.]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
-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2019년 3월 초부터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 시행 중이며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도 체류 허가 기간 연장 요청
- (모디 총리)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
철강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
- (주요 내용)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협력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구체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 2019.6.28.]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상은 그간 양국 정상 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실제 자동차, 인프라,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평가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심화, △한-인도네시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2019년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 기대, △자동차, 유제품 등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요청
-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5년간의 재집권 기간 중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2019년 12월 이전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마무리 되기를 희망
======================================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2019. 6.28.]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8일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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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 3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 당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프랑스의 GGGI 가입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
- (마크롱 대통령) △북미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공감, 지지하며, △탄소배출량 감소에 있어
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
======================================

❍ [한·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2019.6.29.]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9일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 원칙과 이를 위한 남북·북미 대화 진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의 표명,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해제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러
3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푸틴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 요청
- (푸틴 대통령)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
- (주요 내용) △2019년 2월에 서명된 9개 다리 행동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 △지난 2019.6.20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으로 상품
분야를 포괄하는 한-EAEU FTA 논의도 추진, △2020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해 2020년 수교 30주년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도약, △러시아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한국 조선사들과 협력 더욱 확대
======================================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2019.6.29.] 문재인 대통령은 2019.6.29일 오전 G20 계기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
-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 △한-캐 FTA를 통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
- (트뤼도 총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 지지, △양국 기업들의 투자 독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AI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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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대상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6.25.)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대상지 선정, 2019.6.24.]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대상지로 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식품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읍･면 지역을 개발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주요 내용
❍ 올해(2019년) 처음으로 시작하는「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읍·면 단위에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
-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별 4~5개 서비스를 개발·적용
- 주민이 직접 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요 제기, 기획·평가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리빙랩※
(Living Lab) 기반 실증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

※ 지역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역주민의 실수요 및 현안 반영
❍ 이번에 선정된 2개 읍·면에 총 4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삼척시 근덕면에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무안군 무안읍에는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구축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
❍ 스마트에너지뱅크 서비스를 통해 가구별 실시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확인하여
최적의 전력 활용 방안을 제시
❍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서비스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량과 노인복지회관의 지열 에너지 현황을 예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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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기반 축우관리 서비스로 소의 체내에 바이오캡슐을 투입하고 수집되는 체온, 활동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질병, 발정, 분만 등을 예측
❍ 마을지킴이 드론 서비스로 고화질 영상촬영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산불 감시, 범죄, 해안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자율비행 영상관제를 추진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를 통해 주요 도로, 마을 입구에 지능형 CCTV를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차량번호판 인식, 돌발행동 등을 자동 인식하여 알려주는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로 농어촌 경작지를 자율비행하면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를 지역 농민에게 제공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과 복지사의 정보 소통은 물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 등 라이프로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강관리, 생활물품 주문과 교통편 호출, 민원
등 간단한 어르신 심부름을 지원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로 넓게 분포된 농어촌 쓰레기(농약병, 폐비닐 등) 현황을 IoT 센서 및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적재량 예측을 통한 최적의 수거경로 및 쓰레기통 배치 방안을 제시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로 태양광 표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해 마을 환경
모니터링(미세먼지, 오존, 악취, 수질)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안내판에 제공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무안군에 구축되는 서비스를 VR 기반으로 가상체험하고,
서비스 수집·분석 정보를 관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공유하여 활용되도록 할 예정
❍ [향후 계획]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도시를 대상으로 주로 적용되던 지능정보기술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농어촌에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마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 농어촌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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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현황❙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

□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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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6.26.)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6.26.] 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② 물류산업 혁신 방안, ③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④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논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21019.6.26.]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①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 ②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를 구축, ③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을 촉진,
④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
-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 서비스업-제조업 전반 차별 해소)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5년간약70조원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
-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표준화 전략도 마련,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서비스 R&D도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
- (서비스업-제조업이 융합발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디자인의 시제품 구현 등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등
맞춤형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소위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
-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 추진) 서비스산업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 조속히 추진,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중장기 시계의 5개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 서비스 산업을 지원
할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연구센터도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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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기본 방향(4+1 전략)❙
비전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

목표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2018: 59.1% → 2023: 64%) +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 → ｢5 + 50｣ 달성

1 차별 해소 :
재정·세제·금융 등

•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 창업 시 부담금 면제·조세감면 혜택, 정책금융 지원 등
• 서비스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2. 기초 인프라 구축:
정보화, 표준화,
R&D, 규제혁신 등

• 정보화·표준화 및 인력 양성
• 정부 서비스 R&D 규모 및 R&D 세제지원 확대
•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3.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 사업서비스업 육성
※ 제조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 ICT 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4.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
※ 특성화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
• 서비스산업발전委 구성, 중장기 기본․시행계획 마련

추진
전략

성과
창출
(1+1)

5. 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 창출

•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 규제 개선
※ 의료관광 활성화, 사후면세점 제도개선, 물류투자 활성화 등
※ 복합 테마파크 조성·산림 휴양특구 도입 등 성공사례 창출
• O2O·공유경제 등 新서비스 육성

❍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도 마련
-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현재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
-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으로 확대

※ 1회 30만 원 미만, 1인 100만 원 이하 → 1회 50만 원 미만, 1인 200만 원 이하
-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적극 지원

- 14 -

⎗ 정책동향

-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도 폐지
❍ [향후 계획] △조속한 성과 달성을 위해 과제이행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이번 대책과 병행하여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추진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4.2.),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2019.5.22.), 물류산업 혁신
방안(2019.6.26.) 등

물류산업 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2019.6.25.]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9.6.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
- (추진 배경) 우리 물류산업의 낡은 제도1)와 불투명한 시장구조2), 인프라 부족3)※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 1) 화물차 중심의 제도, 2)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3) 물류시설 공급 부족
- (주요 목적) 택배 등 생활 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
❍ [산업 지원체계 혁신] 택배업, 배송대행업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 전통물류산업 활력제고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
❍ [산업 성장기반 혁신]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
❍ [시장질서 혁신] 위수탁 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
❍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
하면서,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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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6.27.)

❍ [기획재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야 간담회 개최, 2019.6.27.] 핵심사업평가 대상에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일자리 관련 민간
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애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2018년도부터 새롭게 실시 중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사업군별 첫 번째 간담회

- (주요 논의사항) △재정투자 방향 관련…직접일자리 지원사업 중심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균형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 관련…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참여비율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질적·구조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주요 논의사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지원금 적정 수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취업성공패키지…상담 품질 제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요건 등
정교화 필요성, 제출서류 과다 문제 등이 제기, △일·가정양립지원 사업…대기업,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창업활성화지원 사업…대학의
전문인력이 창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참여 유인 제고 필요성 등이 제기
-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핵심
사업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
<핵심사업평가 제도 개요>
◈ (목적)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3년 단위 중기시계에서 제도개선, 합리적 지출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및 지출 효율화 추진
◈ (법적근거) 심층평가의 한 유형으로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
◈ (평가대상) 국정과제 연관성, 국민·전문가 의견 등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선정
- 2018년에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 국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80개 재정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2018.1월)
※ 사업종료,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2019년에는 82개 단위사업을 평가 중
◈ (추진체계)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평가 전문기관(조세연) 등으로 사업별 평가팀을 구성
◈ (평가내용 및 방식) △지표관리…평가관리기관, 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평가의 기반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집행률과 함께 분기별 관리※, △현장조사…민간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과 함께 사업별 연중
합동현장조사 실시 →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대안 모색, △후속조치…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재정
당국과 사업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상위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단년도 성과와 함께 상위 성과목표 달성도
병행하여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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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6.28.)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019.6.28.]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
대기질법(20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20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4개부문67개사업(16개부처) 총1조4,517억원규모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식품부),
④「실내공기질관리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식품부)
❍ 위원회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

※ 초미세먼지 배출량(암모니아 제외): (2016년) 2만 톤 → (2022년) 1.4만 톤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2016년) 23.7만 톤 → (2022년) 16.6만 톤

-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농가의 40%(6.9만 농가) 대상 배양･공급

-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13% 절감(2016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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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미세먼지 저감 위한 협약 체결
자료 : 환경부(2019.6.26.)

❍ [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6.26.] 환경부는 2019.
6.26일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

- (의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
- (배경 및 목적)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1.5MW 미만)에 대해 지자체(6개 시·도) 및 한국전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에 포함)
- (협약 내용) △섬(도서) 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금지 등
- (협약 적용)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하는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

※ 백령도 8기, 울릉도 7기, 연평도 3기

❙자발적 감축협약 도서지역 및 발전시설 현황❙
구분

도서지역

발전시설

인천광역시

백아도 등 3개

7기

충청남도
전라북도

죽도
방축도 등 2개

3기
6기

전라남도

안마도 등 13개

37기

경상남도

수도 등 8개

17기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주)

마라도
울릉도 등 55개

4기
19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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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주력산업 분야 협력방안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2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면담, 2019.6.26., 서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산업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장관과 면담(2019.6.26.)을 갖고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주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한국은 면담을 통해 5년 만에 재개※ 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2019년에
타결되어 양국 간 교역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력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의 인도
네시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은 2012년 개시되어 2014년 중단 / 韓) 통상교섭본부장–인도
네시아) 무역부 장관 간 재개 합의(2019.2.19.) → 8차 협상(2019.4.30.～5.2.) → 회기간 협상
(2019.6.21.～25., 자카르타) → 수석대표 면담예정(2019.6.30., 멜버른)
❙한-인도네시아 연도별 교역현황(MTI 3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수출

8,897
(48.3)

13,564
(52.5)

13,955 11,568
(2.9) (△17.1)

수입

13,986
(51.0)

17,216
(23.1)

무역수지 △5,089
총교역액 22,883

△3,652
30,780

2017

2018

11,361
7,872
6,609
(△1.8) (△30.7) (△16.1)

8,404
(27.2)

8,868
(5.5)

15,676 13,190
(△8.9) (△15.9)

12,266
8,850
(△7.0) (△27.8)

8,285
(△6.4)

9,571
(15.5)

11,160
(16.6)

△1,721
29,631

△905
23,627

△1,676
14,894

△1,167
17,975

△2,291
20,028

△1,622
24,758

2014

2015

△978
16,722

2016

❙한-인도네시아 품목별 교역현황(MTI 3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수출(2018년)

수입(2018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1
2

석유제품
철강판

1,367
630

42.0
-10.9

석탄
천연가스

2,586
1,499

1.0
19.6

3

합성수지

570

19.3

동광

698

95.8

4

편직물

482

-7.2

의류

633

15.0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8

-42.7

원유

563

25.7

3,487

1.6%

총계

5,979

15.7%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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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27.)

❍ [산업통상자원부,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선언, 2019.6.27.]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2019.6.27일 과천-쿠알라룸푸르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를 공식 선언

※ 지난한-말레이시아정상회담(2019.
3.13.) 계기양국정상이한-말레이시아FTA 추진에합의한
※※
이후, 한국 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FTA 협상을 개시
※※ 통상절차법상국회산업위보고(2019.5.29.) 등협상개시를위한국내절차완료

- (주요 내용) 앞으로 양국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계기 협상타결
선언을 목표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 (기대 효과) 한-말레이사아 FTA 체결 시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으로써 ASEAN 국가 중 한국의 4대 교역국※ 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를 마련

※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2018년 교역액): ① 베트남(683억 달러) ②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③ 싱가폴(198억 달러) ④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⑤ 필리핀(156억 달러)
- (향후 전망)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한류-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의 토대로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부의 新동방정책(Look East Policy 2.0)과 우리 정부의 新남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양국 통상장관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양국은 2019.7.1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양국 협상 대표단은 1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키로

※ 수석대표: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신통상질서정책관, (말레이시아 측) 통상산업부
Sumathi Balakrishnan RCEP서비스작업반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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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필리핀 마닐라에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6.25.)

❍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 마닐라에 “FTA 활용지원센터※”개소, 2019.6.25.] “한-ASEAN FTA”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9.6.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 한동만 주필리핀
대사, 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설명회도 개최

※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7), 베트남(2),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6개국에
13센터 운영 중

- (추진 배경)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센터는 선제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지난
6월 개시된 한-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기업의 즉각적 활용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개요>
◈ (설치 목적) 현지 바이어, 진출기업 대상 ① FTA 홍보 및 ② 활용상담을 실시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
③ FTA 활용기업의 애로파악 및 해소를 지원
◈ (설치 지역) 총 6개국 13개 센터
국가
중국(7)
베트남(2)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설치지역
베이징(북경), 상하이(상해), 칭다오(청도), 청두(성도)
광저우(광주), 다롄(대련), 톈진(천진)
하노이, 호치민
보고타
자카르타
뉴델리
방콕

센터개소 시기
2015.4.
2016.12.
2016.3.
2017.6.
2017.9.
2018.5.
2018.5.

◈ (주요 업무) FTA 활용 홍보 및 상담,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 등
- (상담) 바이어 및 현지 진출 기업 대상 상시상담, 이동상담, 주요전시회 홍보부스·헬프데스크 상담, 자문단
전문상담 등
- (설명회) 마케팅사업 연계 대규모 설명회, 세미나·간담회 연계 미니설명회, 정부․국내 유관기관 합동
이동설명회 등
- (자문단운영) 기능별(통관·법률·회계 등), 업종별(소비재, IT 등) 현지 자문단을 통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조사·홍보) 비관세장벽 애로지원, 활용가이드 발간, 성공사례 조사 등

- (기대 효과) 필리핀은 우리의 제8위 수출대상국(120억 달러)으로, 교민 수가 9만 명이 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수가 약 1,630개사에 이르는 등 기업진출 지원수요가 큰 시장으로,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는 우리 진출기업과 현지 바이어 등에 한-ASEAN FTA 관련 원산지
증명, 비관세 장벽 등의 분야에서 홍보 및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진출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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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로컬푸드 확산 위한 3개년(2020~2022) 추진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7.)

개요
❍ [농식품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0~2022) 추진계획」 마련, 2019.6.27.]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0~2022) 추진계획」을 마련·발표
- (추진 배경) 산업화된 현대 농식품 유통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 소득안정, 먹거리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필요
- (기대 효과) 지역단위 로컬푸드 유통·소비체계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

※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2016.1.14. 발효)에 따라 공공급식에 국산 또는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권리를 획득하는 등 기반도 확보
- (중점 추진) △시민사회·지자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가치 확산,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공공급식·직매장 등 소비자 접점 확대 등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
비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

◈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 (2019) 49.4% → (2022) 70%
◈ 로컬푸드 유통 비중: (2018) 4.2 → (2020) 8 → (2022) 15%
목표

- 2022년까지 공공기관·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70% 달성
- 2022년까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참여 지자체 100개
※ 로컬푸드 성공모델 지자체 10개 육성, 7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

◈ (분야) 공공부문 선도모델 구축 ⇒ 학교·민간시설로 확산
◈ (주체) 정부가 선도지역 중심 마중물 역할 ⇒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 중심으로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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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주요 내용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 지역별로 민간 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협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먹거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매년 15개소)
- ‘시민사회 먹거리 페스티벌(4개 권역)’ 실시 및 먹거리 활동 관련 시민전문가 양성(매년 50명)
등을 통해 로컬푸드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 계획수립부터 예산 지원까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계획) 푸드플랜 표준모델 보급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2022: 100개)
- (예산)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2020: 14개) 및 전담 FD 파견
- (제도) 지원 조례 제정 독려(2019.6월: 26개→ 2022: 100개) 및 중간실행조직* 운영 지원, 로컬푸드
가격지표 주기적 공표

※ 농가조직화 및 상품공급 총괄, 안전성･인증관리, 거버넌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할 사업수행
조직((가칭)푸드통합지원센터)
❍ 지자체별로 로컬푸드 추진실적 등을 지표화하여 ‘(가칭)로컬푸드 지수’를 매년 측정·발표※
하고,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 제작·전파

※ 2019년에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시범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 자율적
모니터링으로 추진
<사례> 美 로커보어(locavore) 지수
• 美 비영리법인(Strolling of the Heifers)에서 2012년부터 직거래실적 등 7개 지표를 합산하여 주(州)별
‘로커보어 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함으로써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추적·장려
※ 2012년 시작 이후 버몬트 주가 지속적으로 1위

2.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지역별로 기획생산 운영매뉴얼(2019.2월 배포) 등을 참고하여 품목별 농가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지역 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광역 단위에서 제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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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을 활용하여 농가 가공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자※’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마련

※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시･군･구)을 50%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농산물직거래법)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MICE 행사 시 우선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 차단하고,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품질·안전성 기준 마련 유도
-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및 체험·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신뢰관계 구축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 전체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 군급식 등의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2022: 70%)하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실증 분석
-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추진단」 운영, 현장 컨설팅
- 군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 비율 반영
❍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의 기능전환 등 검토
❍ 공공부문의 성과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전달체계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학교급식) 시범지역(경북(광역형), 안동(기초형))부터 공급모델 우선 구축
- (취약계층) 노인도시락배달, 결식아동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시 로컬
푸드 공급 확대
❍ 농협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을 확충(2018: 229개 → 2022: 1,210)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먹거리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
-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 ‘(가칭)도·농상생 먹거리 교육문화센터’ 구축
❍ ‘로컬푸드 사용 외식업소’ 인증, 매장 공간 일부를 임대한 무인매대 설치 등 지역 외식업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와 접점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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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7.)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농촌여성정책팀”신설, 2019.6.27.] 농식품부는 농촌정책국에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 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과 단위로 신설(2019.6.27.)

※ 여성농업인 전체 농가인구의 51%,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50% 이상 비중이 52.5%(2018)
※ 마을사업 참여, 마을 노인 돌봄, 다문화 관련 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다양

- (구성) 농촌여성정책팀은 6명(팀장※ 포함), 3개의 계(인력·복지·양성평등)로 구성

※ 팀장은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
여성인력

•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농업인 취·창업 지원

여성복지

•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보육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양성평등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촌·농업양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및 공동
경영주 등록률 제고

쌀 품질고급화 위한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 신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6.)

❍ [농식품부, 쌀 품질고급화 위한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 신설, 2019.6.26.]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2019.6.21일 ‘양곡
관리사’가 신규 자격 제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 (추진 배경) 자격 제도 도입은 쌀 산업의 전문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등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

※ 농업계 대학교는 주로 생산단계 중심의 교과목을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는 쌀의 보관･가공
등과 관련하여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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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자격 제도는 (사)대한곡물협회에서 주관하여 관리·운영하며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증을 교부, 2019.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

※ [필기시험] ①미곡의수확후관리및저장방법, ②미곡가공과품질관리및유통, ③관련
법령/ [실기시험]: ①미곡의품질평가, ②저장및가공실무등
- (향후 계획)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 활용방안: 권역별 보관창고에 담당 양곡관리사를 지정하여 정부양곡 관리 인력으로 활용
하여 창고주,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전문성 보완(110여 명)
※※ 농협, 민간 RPC,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RPC의 보관･도정인력 취업, RPC 컨설팅,
식생활 교육 및 쌀 소비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 추가 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6.)

❍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추가 도입, 2019.6.26.] 농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
(2019.6.17.)하고, 오는 2019년 7월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

- (주요 내용)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하여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소득 증가 기대,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1ha당 100톤의 CO2 감축 및 270만 원의 농외소득 예상

※ 배출권거래시장(2015.1월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초과･부족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거래시장
구분
공기열 히트펌프
(시설원예 면적 1ha)

연간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100톤CO2

난방유 대체
약 4만ℓ
(약 3,000만 원 절감)

※ 온실가스 1톤CO2 당 등유 400ℓ 대체, 배출권 1톤CO2 당 2.7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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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증대) 현재까지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30건)으로 연간 23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약 6억 원의 배출권 판매수익 창출
❙참고: 농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18건)❙
구분

방법론

개요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되는 전력과 화석연료
대신 버려지던 온배수를 활용하여 전력과
화석연료 이용을 줄임.

에
너
지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 난방열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원예시설에
2중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수막으로 열의
손실을 줄여 화석연료 이용을 줄임.

이
용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 전력소비효율이 낮은 조명기구를 전력소비
효율이 높은 LED로 대체하여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사용량을 줄임.

효
율
화

고효율보온자재를 이용한
시설원예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 원예시설의 난방을 위해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하여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 원예시설의 난방에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에너지이용을 고효율화

신
재
생
에
너
지

합성
비료
절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 원예시설의 식물생육온도 유지에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하여
화석연료를 줄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 한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던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로
수력, 풍력) 방법론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줄임.
자체 전력소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방법론

•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에
사용되던 전력을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완효성 비료를 통한 화학비료 • 농작물 재배 시, 완효성 비료를 적용함으로써
사용량 저감으로부터의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농경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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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론

개요

농
축
산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 화석연료를 통해 얻어진 난방열을 목재펠릿
으로 대체하여 난방열을 공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부
산
물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
건조기 열원대체 방법론

• 곡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를
왕겨로 대체하여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

등
바
이
오
매
스
활
용
산림
탄소
흡수
원
증진

기
타
감
축
사
업

•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받은 전력과 열을 가축
분뇨를 혐기 소화하여 얻은 메탄가스(바이오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을
가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받고,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발전 부산물인 소화액을 액비로 사용하여
질소질비료를 대체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화석연료를 통해 얻어진 열 또는 전기를
커피박 펠릿으로 대체·생산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방법론

•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등의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킴.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

• 산림이 아닌 지역에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의
식생 조성(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을 통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킴.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 논벼 재배 시 상시 담수로 인해 혐기적 분해가
일어나 메탄이 발생하며, 메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물관리(중간낙수)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저감

• 숲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 이용 사업의 방법론
목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목제품 내에
탄소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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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4.)

개요
❍ [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2019.6.24.]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
(50㎖ 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추진 배경)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2018년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하여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바탕으로 농약의 희석
배수, 사용횟수, 살포 시기 등을 규정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
- (추진 목적)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을 유도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도모

주요 내용
❍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
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
❍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

※ 다만,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9년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 허용

❍ 20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
❍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2019.1월 기준,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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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2019년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
-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하고, 2020년 중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농촌진흥청)하여 제도 적응을 지원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개요>
◈ (현황) 농약관리법 개정(2018.12.31.)으로 2019.7.1일부터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기록
의무화(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 개인별 구매이력을 통합 전산관리하는 농진청 전산시스템은 2020.1.1일부터 구축·운영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농약 판매정보의
• 판매업자 등은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3년간 보존
기록·보존
-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 2019.7.1. 시행
사용농작물명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관리 •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농촌진흥청 정보 제공)
이용하여 농촌진흥청 시스템 연계 관리(정보 제공)
* 2020.1.1. 시행
◈ (기대 효과) 해당 농작물·병해충에 적합한 등록농약만 추천·판매하도록 유도하여 부적합한 농약 판매·
사용 관행 방지
- 병해충 예찰·진단 정보 등 농약 안전사용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통합·연계로 농업인
여부·재배 작목·구매농약 이력 등을 확인 후 농가별 맞춤형 처방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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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5.)

❍ [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9.6.25.]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법률 제15770호(2018. 9. 18.) 및 법률 제16071호(2018.12.24.)

- (주요 내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시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시장·군수는 농식품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 전 관내
농업인(200~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수요 조사(서면·인터넷) 실시, △농업기계임대
사업의 실효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 임대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일 임대료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기준 개선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실시 결과 14개소 적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5.)

❍ [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4.25.~5.24.)실시 결과 14개소 적발, 2019.6.25.]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
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
- (무허가 업소 13개소)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는 고발 처리

※ 무허가(무등록) 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생산업 9개소, 장묘업 3, 위탁
관리업 1)을 부과
※※ (허가대상 영업) 생산업 (등록 대상 영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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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 를 제대로 작성
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동물의 품종,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등 개체기록 작성해야 함.
- (향후 계획) 2019년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

◈ 식품 동향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4.)

❍ [농식품부, 재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 , 2019.6.25.] 농식품부는 오는
2019.6.25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식품의 맛!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를
개최

※ (주최/주관)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국제식품컨퍼런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 식품기술의 트렌드 및 신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식품기업과 해외 유수 식품기업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개최

- (주요 내용) △개최일시…2019.6.25., 10:00~17:00, △참석대상…입주 및 벤처기업, 식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약 2,000명, △행사 주요 내용…(컨퍼런스※ ) 식품의 맛 관련 세계적
개발현황 및 트렌드 지식공유, (전시부스) 창업지원랩 제품 및 지원사업 대표 사례 등

※ 소스산업 심포지엄: 소스제품의 세계적 개발사례 및 소스산업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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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8.)

❍ [농식품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선정, 2019.6.28.]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역으로 경북 울진(한우), 강원 강릉(돼지), 충남 당진(젖소) 3개소를
최종 선정
- (주요 목적) 축산의 고질적 문제(분뇨·악취, 질병)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
- (주요 내용) △선정된 3개 시범단지에는 전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비와 스마트축사·
분뇨처리·방역시설, 관제·교육시설 설치비 등 지원※ , △축사·분뇨·방역시설은 기존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기반 조성비 52.5억 원 및 관제･교육시설 10억 원
❙선정 대상지역 특징❙
• (규모) 한우, 16.2ha, 26농가/2,600마리
경북 울진

•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 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관리, 사료자동급이기
• (규모) 돼지, 19.7ha, 10농가/20,000마리 규모)

강원 강릉

•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전자코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 (규모) 젖소,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마리 규모

충남 당진

•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로터리팔라 활용, 60마리)

- (향후 계획) 2019년 하반기 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악취·질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
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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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농가에는 생산성 향상과 악취·질병 문제 해소가 가능한 스마트축사※ 보급(2018년까지 1,425호)을
2022년까지 5,750호까지 확대
※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기, 악취측정용 센서, 사료자동급이기, 냉난방기 등
◈ 개별적인 지원으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축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은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로 점진적으로 개편
◈ 하반기 중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미래형 축산단지 모델 구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스마트
축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여『스마트 축산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개요>
◈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축산
인프라 마련 필요
◈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은 최소화하고,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 축산단지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1차: 2019∼2021)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 차까지 완료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질병·생산관리 체계❙
구분

가축분뇨
관리

관리 체계
◈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밀폐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관리
악취관리

• 밀폐 축사구조 → 축사 내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
제조 → 농가 환원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
퇴비제조 → 농가 환원
◈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매개체 유입 차단,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 제한으로 외부
유입 전파 차단
수질관리

방역
시스템

차단방역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
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 제한

소독시스템

•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축사내·외부 소독시설

폐사축

• 가금·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생산성
향상

환경관리

• 축사 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제어

사양관리

• 개체별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생산비 감축

경영관리

• 생산·경영·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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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1.)

❍ [농식품부,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2019.7.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2019.7.1일부터 전국 시행
- (적용대상) 전국 ①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 가든형 식당, ③ 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④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15개소, 가든형식당 351개소, 가금거래상인 247명(계류장 포함), 전통
시장에 가금 공급농장 236호(‘19.6월 기준 총 1,149개소)
- (방역 의무 준수)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산 가금 유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방역위생 관리로 조류인플루
엔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후 축산물(가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 발송하여 유통관계자 편의 제고에도 노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1.)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2019.7.1.]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하여 실시

※ 그간 단계별 검사 추진(모두 음성): ① 특별관리지역내 돼지농장(5.31.～6.11.) → ② 전국
남은음식물급여농장(6.7.～14.), → ③ 전국 방목형농장(6.17.～21.) → ④ 전국 돼지밀집사육
단지(6.17.～현재 검사 중)

- (주요 내용) △검사일시…2019.7.1.~8.10., 40일간, △검사대상…약 4,900 호(전국 모든 돼지농장
6,300여 호 중 이미 검사를 완료한 농장은 제외), △검사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 및
각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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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기획] 빅데이터 동향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가경쟁력의 기반,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2019.6.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경>
❍ 디지털 데이터가 새로운 제품·서비스·경험·가치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생산·분석·활용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됨.
❍ 객관적 지표 분석을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 현황을 고려한 향후 빅데이터 정책과제를 모색함.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국 중 31위임. 이는 일본(56위), 독일(41위)보다는
높지만 미국(3위), 덴마크(7위), 영국(11위), 싱가포르(21위)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빅데이터 활용 순위(Use of big data and analytics ranking)는 IMD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지식(Knowledge)･기술
(Technology)･미래(Future readiness) 중 ‘미래’의 세부지표에 포함되며, 해당 국가의
기업이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Companies are very good at using
big data and analytics to support decision-making)으로 측정됨.

- IMD는 각 국가별로 기업이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조사하여 국가 간
빅데이터 활용 순위를 발표함.
- 한국은 전 세계 63개국 가운데 1인당 GDP가 $20,000 이상인 그룹(총 31개 국가 포함)에서는
21위를 차지함.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의 관계>
❍ [상관계수※ 분석결과]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국가경쟁력 순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상관계수: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 관계를 의미함(*값이 1이면
완벽한 정(+)의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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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가 $20,000 이상인 31개 국가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사이의 상관계수는 0.72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1인당 GDP가 $20,000 미만인 32개 국가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사이의 상관계수는 0.55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회귀계수※ 분석결과] 빅데이터 활용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함.

※ 회귀계수: 추세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빅데이터 활용 순위가 1단계 올라갈 때 국가
경쟁력 순위 향상 정도를 나타냄. 단, 통계분석에 다른 통제변수를 추가할 경우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1인당 GDP가 $20,000 이상인 31개 국가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사이의 회귀계수는 0.5로 빅데이터 활용 순위가 1단계 올라갈 때 국가경쟁력 순위는 0.5
단계 향상됨.
- 1인당 GDP가 $20,000 미만인 32개 국가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사이의 회귀계수는 0.4로 빅데이터 활용 순위가 1단계 올라갈 때 국가경쟁력 순위는 0.4단계
향상됨.
❙빅데이터 활용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의 관계(2018년)❙

주: 그래프의동그라미크기는각국가별1인당GDP 크기에비례함.
- 37 -

⎗ 아젠다 발굴

❙1인당 GDP가 $20,000 이상인 31개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 1인당 GDP❙
국가
빅데이터 활용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
1인당 GDP($)
국가
빅데이터 활용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
1인당 GDP($)
국가
빅데이터 활용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
1인당 GDP($)
국가
빅데이터 활용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
1인당 GDP($)

카타르
1
14
대만
13
17
스위스
24
5
독일
41
15

이스라엘
2
21

미국
3
1

UAE
5
7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4
16
17
8
11
4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25
28
24
12
프랑스
42
28

뉴질랜드
43
23

덴마크
7
6
홍콩
18
2

스웨덴
9
9

캐나다
10
10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21
22
3
18

핀란드
30
16

한국
31
27

슬로베니아
33
37

사우디
35
39

포르투칼
48
33

이탈리아
55
42

일본
56
25

스웨덴
57
36

영국
11
20
호주
23
19
벨기에
40
26

자료: 담당조사관 작성, IMD(2018)「World Digital Competition Ranking 2018」 자료 활용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 수준>
❍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평균 10%임.
❙빅데이터 도입률(2018년 기준, 전체 기업 기관대상(단위: %)❙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ICT통계포털, http://www.itstat.go.kr)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기관의 10%가 빅데이터를 도입·활용 중이며, 나머지 90%의
기업·기관은 아직까지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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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90% 중에는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4.2%) 도입을 고려 중인(17.4%) 기업·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완전한 미도입 기업·기관의 비율은 68.4%임.
❍ 업종에 따라 빅데이터 도입률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금융업의 도입률이 3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공·통신/미디어·제조·유통/서비스
업종의 도입률이 10%대이고, 의료·물류·교육 업종의 도입률이 4%대임.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
❍ 국내 기업·기관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는 핵심이유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부재,
분석할 데이터와 적용할 업무의 부재, 빅데이터에 대한 조직 내 인식과 관심의 부족 등임.
- 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데이터 부재
(33.7%), 작은 기업 규모(26.9%), 적정 업무 없음(17.5%) 순임.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2018년 기준, 빅데이터 미도입 기업·기관 대상)❙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ICT통계포털, http://www.itstat.go.kr)
❍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각 조직이 처한 현실 내지는 고유한 특성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기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조직마다 필요한 전문인력의 기능과 수준, 데이터의 유형과 규모,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제품·서비스의 사양,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경영진의 관심,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므로 기업·기관 맞춤형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많은 조직들이 빅데이터 도입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직 규모나 업무 분야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빅데이터 도입에 소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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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문인력 부재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보완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 부재는 개인
정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업·기관 차원의 대응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대응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시사점>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이 중요함.
- 빅데이터가 국가경쟁력의 중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정부가 ‘데이터 경제’와 같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구체
적인 정책들이 기업·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업·기관들이 인력·데이터·인식 등 조직 내부 요인들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별 기업·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행정안전부), 빅데이터 전문기관 구축(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과 같은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과 함께 기업·기관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 여건 개선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의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데이터 총량 확대 지원, 현재
상황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과 시범사업, 기업 눈높이에 맞춘
빅데이터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확대가 견인하는(demand-pull)
빅데이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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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현황
※ IEG Policy가 발표한 “USDA official says ASF vaccineis years away”(2019.5.29.),
BBC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확진, 한국 전파 가능성”(2019.6.17.)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현황
❍ 미국 농무부의 그렉 아이바흐 유통 및 규제프로그램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ASF 발병 방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함. 현재 ASF의 바이러스에는 20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음. 현재 중국을 거쳐
북한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ASF는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돼지에게 전염 시 치명적인 출혈열을 발생
시키며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질병임. 주요 전파 경로로는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분변, 침
등에 직접 접촉된 경우와, 오염된 사료, 도구, 차량에 접촉할 때 전염이 가능함.
- 미국 농무부는 ASF가 미국에서 발병할 경우 양돈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ASF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아이오와에서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계양돈 엑스포가 취소됨.
❍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및 유럽 일부 지역에 ASF가 전파된 상황이며, 특히,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2018년 기준 28개 지역에서 100여 건 이상 발병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돼지 1억 5,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함.
❍ 미국 농무부는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질병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과 협력하여 탐지견을 동원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7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가금류 5억 마리를 살처분하고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검역을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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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집행위원회, 양봉 부문 지원 확대 결정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European Commission increases support for
the EU’s beekeeping sector”(2019.6.17)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양봉 부문 지원 확대 결정
❍ EU 집행위원회는 농업·환경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봉 분야에 향후 3년(2019~2021)간
1억 2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직전 3년간(2017~2019)의 지원액에 비해 1천 2백만
유로 증액된 것임.

※ 양봉업은 농촌 개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은 화분매개에 의한 농작물의 수정을
가능하게한다는측면에서농업과환경에필수적임.

❍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액은 국가 양봉 프로그램(National apiculture programme)에 사용되고,
집행위 지원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회원국에서 추가 지원함. 프로그램의 관리는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며, 양봉업의 여건 개선과 양봉산물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양봉농가 교육, 창농 지원, 병충해 방제, 벌꿀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유럽연합의 봉군 수는 1,750만 군으로 2004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유럽연합 양봉농가의 수는 약 60만 호로 호당 평균 봉군 수는 29.1군이었음.

※ 2004～2006 평균유럽연합봉군수: 1,163만군

-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양봉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주로 적합한 기후 조건을
지닌 남유럽 지역 국가들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7년 꿀벌 생산량은 약 23만 톤으로 중국(약 54만 톤) 다음으로 많은 반면, 국내 벌꿀
수요의 60%만을 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주요 벌꿀 수입국은 중국(40%),
우크라이나(20%) 등임.
❍ EU 집행위원회 농업부문 위원장 필 호건(Phil Hogan)은 “양봉은 유럽연합 농식품 부문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고, 꿀벌 역시 농업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양봉업을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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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남·북·미 정상 만남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2019.6.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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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정상 만남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2019.6.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사분계선에서 파격적인 만남과 함께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
❍ [남·북·미 세 정상 판문점에서 만남 가져, 2019.6.30., 판문점]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51분
남·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는
정전협정 66년 만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9개월
만의 만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기념비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지난 2019년 2월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세 정상의 만남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앞에 두고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하는 장면도
연출
-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며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남다른 용단”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깜짝 초청’하며 화답
❍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각 대표를 지정해 앞으로 2~3주 내에 팀을
구성해 (북한과)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해
- 이어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할 것”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좋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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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오울렛 군사초소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언급
❍ [한·미 정상회담 개최, 2019.6.30.]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만남은 이후
201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

※ 이번방문은지난2019년4월워싱턴한미정상회담시문재인대통령의초청에따른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여덟번째정상회담을가짐.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해 준 말의 공통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고
함께해 줘서 고맙다.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잘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
- (이방카 보좌관)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을 두 분(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에게도 큰 기회”라고 언급
-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할 일이 많지만 유례없는 경험이며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벌어
지고 있다”며 “오늘의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 자체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
-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그동안의 전략적 판단과 이행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
자료: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청와대 브리핑, 2019.6.24.),
“트럼프 2~3주내 실무팀 구성해 북미협상 착수...비건이 대표(종합)” / “김정은·
트럼프, 자유의집서 단독회동...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연합뉴스, 2019.6.30.),
“남북미 역사적 ‘판문점 회동’...트럼프 “2~3주내 北과 협상 시도””(파이낸셜뉴스,
2019.6.30.), “한미 정상회담 주요 발언 관련 서면브리핑”(청와대 브리핑,
2019.6.30.),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백악관 정상회담’ 성사되나”(KBS,
2019.7.1.), “상상 못할 일…北美 상전벽해 VS 재선 노린 트럼프의 TV쇼”(동아일보,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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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 급증
❍ [태양광 시설로 3년간 농지 5천 619ha 전용, 여의도 면적 19.4배 농지 사라져] 농식품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2년 새
7.3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3년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해
-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
였고, 다음은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
❙2016~2018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
구분
총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계
건수
면적
25,039 5,618.80
4
0.1
56
8.1
10
2.5
9
1.4
7
1.5
29
6.8
704
156.4
1,642
490.5
713
206.1
1,736
431.7
11,528 2,070.50
5,084 1,266.20
2,281
628.7
828
188.4
408
160.1

2016년
건수
2,033
12
3
1
6
50
175
165
210
643
406
253
93
16

2017년
면적
505.8
1.5
0.3
0.2
1.1
10.5
61.5
43.5
57.2
131
105.2
60.8
26.9
6.1

건수
면적
6,593 1,437.60
2
0.1
19
2.4
2
1
2
0.2
9
1.9
204
40.8
451
113.5
184
51.8
503
96.5
3,308
647
897
227.5
633
155.5
273
63.5
106
35.9

2018년
건수
면적
16,413 3,675.40
2
0.1
25
4.1
8
1.5
6
1.1
4
1.1
14
3.8
450
105.1
1,016
315.5
364
110.7
1,023
278
7,577 1,292.50
3,781
933.5
1,395
412.4
462
98.1
286
118.2

-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 6,413건 등 총 2만 5,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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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농지전용이 급증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자료: “태양광 시설로 3년간 농지 5,619ha 전용…여의도 면적 20배”(KBS, 2019.6.23.),
“태양광시설로 3년간 농지 5천619ha 전용…여의도면적 20배 육박”(MBC, 2019.6.23.),
“여의도면적 20배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졌다”(서울경제, 2019.6.23.), “태양광
시설로 3년간 농지 5천619ha 전용…여의도면적 20배 육박”(연합뉴스, 2019.6.23.), ),
“농촌 태양광으로 3년간 여의도 면적 20배 농지 사라져”(이데일리, 2019.6.23.),
“태양“태양광시설 짓느라 여의도 20배 농지 사라져”(한국경제, 2019.6.23.), “태양광
시설 짓느라 3년간 여의도면적 20배 농지 사라졌다.”(헤럴드경제, 20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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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 귀농인·귀촌인통계 결과
자료 : 통계청(2019.6.27.)

개요
❍ [통계청, 「2018년 귀농인·귀촌인통계※」 발표, 2019.6.27.] 행정자료를 활용, 귀농인·
귀촌인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대상)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t-1년 11월 1일～t년 10월
31일)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자 중 귀농인, 귀촌인 조건을 충족한 사람
※ (작성단위) 가구(귀농, 귀촌) 및 개인(귀농인, 귀촌인)
※ (작성 주기 및 기준시점) 매년 11월 1일

2018년 귀농인 통계
❍ [귀농가구 규모] 11,964가구, 전년(12,630가구) 대비 669가구(-5.3%) 감소
- (시도별) 경북(2,176가구) ＞ 전남(2,026가구) ＞ 경남(1,510가구) 등 순
-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1.49명, 전년(1.55명) 대비 0.06명 감소
❍ [귀농가구주 성별 및 연령] 남자가 68.9%이고, 평균 연령은 54.4세로 전년(54.3세) 대비 0.1세
높아졌으며, 50~60대 연령층이 65.5%를 차지※

※ 전년 대비 30대 이하, 70대 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

❍ [귀농가구 구성]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68.9%(8,244가구)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형태는
단일가구가 85.7%(전년: 87.0%)를 차지하였으며, 혼합가구는 14.3%(전년: 13.0%)를 차지
❍ [귀농가구원 규모] 귀농인 및 가구원은 17,856명으로 전년(19,630명) 대비 1,774명(-9.0%) 감소,
이 중 귀농인은 12,055명으로 전년(12,763명) 대비 708명(-5.5%) 감소하였고, 동반 가구원은
5,801명으로 전년(6,867명) 대비 1,066명(-15.5%) 감소
❍ [전업·겸업]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532명※(72.8%)이고, 다른 직업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523명※※(29.2%)

※ 2017년 전업귀농인: 9,194명
※※ 2017년 겸업 귀농인: 3,5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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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지역별 이동] 귀농 전(前) 거주 지역※은 경기가 전체의 20.0%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 귀농인의 42.3%(5,097명)를 차지

※ 귀농 전 거주 지역: 경기(20.0%) ＞ 서울(16.8%) ＞ 대구(7.8%) 등 순

❍ [재배면적·작물, 자경]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의 80.6%는 0.5ha(5,000㎡) 미만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작물재배가구(7,368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37ha(3,692㎡)이고, 주요
작물은 채소(43.4%) ＞ 과수(29.9%) 등 순
- 자가 소유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는 63.0%(전년: 65.1%)이고, 일부라도
타인 농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임차가구는 37.0%(전년: 34.9%)를 차지
❍ [가축사육] 373가구(전년: 355가구)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육 가축은 꿀벌(34.9%) ＞ 한우
(28.4%) ＞ 곤충류(13.4%) ＞ 산양 (10.5%) 순※

※ 전년 대비(2017 → 2018): 꿀벌(25.9% → 34.9)과 한우(23.9% → 28.4) 사육 가구 비중은
증가한 반면, 곤충류(22.3% → 13.4) 사육은 크게 감소

2019년 귀촌인 통계
❍ [귀촌가구 규모] 328,343가구, 전년(334,129가구) 대비 5,786가구(-1.7%) 감소
- (시도별) 경기 86,552가구(26.4%) ＞ 경남(39,594가구) ＞ 경북(38,500가구) ＞ 충남(34,157가구)
등순
- (가구당 평균 귀촌가구원수) 1.44명으로 전년(1.49명) 대비 0.05명 낮아져
❍ [귀촌가구주 성별 및 연령] 남자가 61.4%이고, 평균연령은 44.9세로 전년(44.7세) 대비
0.2세 높아졌으며, 산촌지역으로 귀촌한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8.3세로 나타났고, 연령별
구성비는 30대가 24.9% ＞ 20대 이하 18.9% ＞ 50대 18.8% 등 순
❍ [귀촌가구 구성] 1인 가구가 71.9%(236,068가구)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형태는 단일가구는
70.1%(전년: 70.5%), 혼합가구는 29.9%(전년: 29.5%)를 차지
❍ [귀촌인 가구주 및 동반가구원] 귀촌인이 472,474명으로, 전년(497,187명) 대비 24,713명(-0.5)
감소, 귀촌 가구주는 328,343명으로 전년(334,129명) 대비 5,786명(-1.7%) 감소하고, 동반
가구원은 144,131명(전년: 163,058명) 대비 18,927명(-11.6%) 감소
- (귀촌인 평균연령) 41.2세로 전년(40.5세) 대비 0.7세 높아졌고, 20대 이하(125,272명, 26.5%)
＞ 30대(111,038명, 23.5%) ＞ 40대(78,500명, 16.6%) ＞ 50대(78,422명, 16.6%)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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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인 지역별 이동]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110,331명, 23.4%) ＞ 서울(67,083명, 14.2%) ＞
경남(40,725명, 8.6%) 등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의
41.5%(전년: 42.3%)를 차지
<귀농 가구수 및 평균 귀농 가구원수>

<귀촌 가구수 및 평균 귀촌 가구원수>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규모>

<귀촌인, 가구주 및 동반가구원수>

<주요 용어 설명>
◈ (귀농인/귀촌인)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농가구/귀촌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 (단일가구) 대상기간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로만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혼합가구) 대상기간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과 기존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 (도시와 농어촌)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동(洞)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洞)지역은 일체 도시지역으로 간주
◈ (산촌)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준용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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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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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9.6.26.)

개요
❍ [통계청, 「2019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19.6.26.]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 2019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잠정 결과이며, 생산량
조사 결과 공표 시 확정
※ (조사대상 및 기간)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 개소 현지조사 / 2019.5.11.～5.30.

주요 내용
❍ [2019년 맥류 재배면적] 47,460ha, 전년(53,837ha) 대비 6,377ha(-11.8%) 감소
- (감소 원인) 전년 파종기(2018년 10월)에 잦은 강수※에 따른 파종조건 악화 및 우리밀 소비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재배면적 감소

※ 강수량(10월): (2016) 145.3mm → (2017) 67.6mm → (2018) 164.2mm
❙2019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 맥류
- 겉보리
- 쌀보리
- 맥주보리
-밀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C=B-A)

증감률(C/A)

38,379

53,837

47,460

-6,377

-11.8

8,523

11,999

9,989

-2,010

-16.8

12,418
8,155

24,538
10,700

23,100
10,634

-1,438
-65

-5.9
-0.6

9,283

6,600

3,736

-2,863

-43.4

❍ [2019년 겉보리 재배면적] 9,989ha, 전년(11,999ha) 대비 2,010ha(-16.8%) 감소
- (시도별) 전북(5,814ha) ＞ 경남(2,811ha) ＞ 경북(754ha) 순
❍ [2019년 쌀보리 재배면적] 23,100ha, 전년(24,538ha) 대비 1,438ha(-5.9%) 감소
- (시도별) 전남(12,771ha) ＞ 전북(7,839ha) ＞ 경남(1,077ha) 순
❍ [2019년 맥주보리 재배면적] 10,634ha, 전년(10,700ha) 대비 65ha(-0.6%) 감소
- (시도별) 전남(7,355ha) ＞ 제주(2,431ha) ＞ 경남(563ha)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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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밀 재배면적] 3,736ha, 전년(6,600ha) 대비 2,863ha(-43.4%) 감소
- (시도별) 전남(1,814ha) ＞ 전북(863ha) ＞ 경남(774ha) 순
❍ [2019년 봄감자 재배면적] 18,150ha, 전년(15,819ha) 대비 2,331ha(14.7%) 증가
- (증가 원인) 전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자 재배면적 증가

※ 감자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수미(상품) 1kg, 연평균): (2016) 1,402원 →
(2017) 1,920 → (2018) 2,609 → (2019) 1,970

- (시도별) 경북(3,318ha) ＞ 충남(2,596ha) ＞ 전남(2,273ha) ＞ 강원(2,103ha) ＞ 경기(2,005ha) 순
❍ [2019년 사과 재배면적] 32,954ha, 전년(33,234ha) 대비 281ha(-0.8%) 감소
- (시도별) 경북(19,462ha) ＞ 충북(3,929ha) ＞ 경남(3,313ha) ＞ 전북(2,698ha) 순
❍ [2019년 배 재배면적] 9,615ha, 전년(10,303ha) 대비 688ha(-6.7%) 감소
- (시도별) 전남(2,230ha) ＞ 충남(2,012ha) ＞ 경기(1,908ha) ＞ 경북(1,165ha) 순
❙2019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C=B-A)

증감률(C/A)

▪ 맥류

38,379

53,837

47,460

-6,377

-11.8

▪ 봄감자
▪ 사과

14,943
33,601

15,819
33,234

18,150
32,954

2,331
-281

14.7
-0.8

▪배

10,861

10,303

9,615

-688

-6.7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추이(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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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6.27.)

개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6.27.] 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

주요 내용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85개소로, 그 중 359(93.2%)개소에서 3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
❙2018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구분
위원회설치 수(개소 수)
있음
심의실적 보유기관
(개소 수)
없음
소계
위원회 개최횟수(회)
평균
소계
심의 건수
평균
소계
원안 승인
평균
세부
소계
심의
수정 후
내역
승인
평균
(건수)
소계
수정 후
재심
평균
소계
미승인
평균
동물사용실적 있는
있음
기관(개소 수)
소계
사용 동물 수(마리)
평균

합계
385
359a)
26
4,565b)
12.71)
33,825c)
94.22)
24,127
67.2
8,265
23.0
1,268
3.5
165
0.5

국·공립 기관
73
70
3
695
9.9
2,858
40.8
2,083
29.8
635
9.1
130
1.9
10
0.1

대학
121
115
6
1,569
13.6
14,150
123.0
6,317
54.9
6,762
58.8
973
8.5
98
0.9

의료기관
33
30
3
1,372
45.7
3,811
127.0
3,285
109.5
381
12.7
100
3.3
45
1.5

일반기업체
158
144
14
929
6.5
13,006
90.3
12,442
86.4
487
3.4
65
0.5
12
0.1

362d)

69

116

32

145

e)

608,509
8,819

1,118,528
9,642

276,723
8,648

1,723,403
11,886

3,727,163
10,2963)

1) 위원회 개최횟수 평균 = 개최횟수 소계(b)/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2) 세부심의내역 평균 = 심의건수 소계(c)/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3) 사용 동물량 평균 = 사용 동물량 소계(e)/동물사용 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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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27천 마리로 그 중 설치류(3,133천 마리, 84.1%)를
가장 많이 사용
❍ 동물실험 목적별로는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실험에 38%의 동물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일반기업체가 89.1%로 조사
❙동물종별 사용실적(단위: 마리, %)❙
구분

국·공립 기관
대학
2018년
327,216
898,708
설치류
2017년
327,905
904,591
2018년
5,248
4,217
토끼
2017년
6,500
4,922
2018년
2,499
162
원숭이류
2017년
1,774
203
2018년
38,737
14,441
기타 포유류
2017년
10,691
13,130
2018년
186,573
23,386
조류
2017년
38,545
19,286
2018년
99
20
파충류
2017년
101
202
2018년
107
461
양서류
2017년
156
2,084
2018년
48,030
177,133
어류
2017년
27,810
30,262
2018년
608,509 1,118,528
합계
2017년
413,482
974,680
2017년 대비 195,027
143,848

의료기관
269,075
300,426
2,609
2,377
36
40
797
897
0
0
0
0
35
65
4,171
576
276,723
304,381
-27,658

일반기업체
1,638,928
1,300,745
22,878
22,401
387
386
8,329
8,134
13,645
14,353
0
0
410
0
38,826
43,697
1,723,403
1,389,716
333,687

합계
3,133,927
2,833,667
34,952
36,200
3,084
2,403
62,304
32,852
223,604
72,184
119
303
1,013
2,305
268,160
102,345
3,727,163
3,082,259
644,904

❙최근 5년간 총 사용동물 수 및 평균동물 수(단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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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84.1
91.9
0.9
1.2
0.1
0.1
1.7
1.1
6.0
2.3
0.0
0.0
0.0
0.1
7.2
3.3
100.0
100.0

⎗ 통계·조사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자료 : 통계청(2019.6.27.)

개요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발표, 2019.6.27.] 2017년 인구총조사(등록
센서스)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30년(2017~2047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주요 내용
❍ [총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
그 외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17년 대비 2047년❙

- (전국 인구)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
총인구는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 4,891만 명에
이를 전망
- (권역별 인구)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 대비 2047년 중부권
인구는 27만 명(3.8%) 증가, 영남권은 199만 명(-15.2%), 호남권은 51만 명(-8.9%), 수도권은
22만 명(-0.9%) 감소할 전망
❍ [인구성장률] 2017년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
2044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감소
- (권역별) 2017년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19년 호남권, 2033년 수도권, 2038년
에는 중부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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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장률(2017년, 2035년,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 [자연증가] 2017년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2042년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로 자연감소 확대

※ 전남(2013년), 강원(2014년), 전북(2015년), 경북(2016년)은 2017년 이전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도별 자연증가율(2017년, 2047년)❙

❍ [중위연령] 2017년 중위연령은 전남(46.6세)이 가장 높고, 2047년 전남(63.1세), 경북(62.1세),
강원(61.9세), 전북(60.9세)의 중위연령은 60세를 초과, 2017년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
(36.6세)도 2047년에는 50세를 넘어
- (전국)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47년
56.8세로 향후 30년간 14.8세 높아질 전망
- (시도별) 2017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46.6세로 가장 높고, 세종(36.6세), 대전(39.8세), 광주
(39.9세)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40세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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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중위연령, 2017년 및 2047년❙

❍ [생산연령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5.6%)과
대구(-43.4%), 낮은 지역은 제주(-7.4%)
- (전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73.2%)에서 2047년 2,562만 명(52.4%)으로
향후 30년간 1,195만 명(-20.8%p) 감소할 전망
- (세종) 생산연령인구는 2047년까지 86.1%(16만 명) 증가할 전망
❍ [고령인구]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 초과
- (초고령인구)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 명(1.2%)에서 2047년 366만 명(7.5%)으로
향후 30년간 306만 명(6.3%p) 증가할 전망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2017년, 2035년, 2047년)❙
<2017년>

<2035년>

<2047년>

❍ [유소년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50.8%(3만 명) 증가, 제주(-16.0%),
경기(-23.0%), 충남(-25.8%)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3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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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국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 명(13.1%)에서 2035년 494만 명(9.6%)
으로 감소, 2047년에는 450만 명(9.2%)에 이를 전망
❍ [학령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학령인구는 세종이 85.7%(5만 명) 증가하고, 제주(-16.0%),
경기(-25.9%)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30% 이상 감소
- (전국)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 명에서 2035년 548만 명으로 298만 명이
급감한 후 2047년 524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
❍ [총부양비] 2047년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전남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경남도 100명을 넘어
- (전국) 2017년 전국 평균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자 18.8명)에서, 2047년 90.9명(유소년
17.6명, 고령자 73.3명)으로 증가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시도별 총부양비(2017년, 2047년)>

❍ [노년부양비] 2017년 특·광역시(부산제외) 및 경기의 노년부양비는 전국(18.8명)보다 낮고,
전남(32.6명), 전북(27.0명)과 경북(26.6명) 등 도지역은 모두 높았으며, 2046년 이후 전남
(100.2명)은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0명을
넘어서고, 2047년에는 417.2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0% 증가
- 2017년 전남(168.8명), 경북(152.3명), 강원(145.9명), 전북(144.9명) 등 10개 시도는 노령화
지수가 100명을 초과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
- 2047년 전남, 경북, 강원, 전북은 유소년인구에 비해 고령인구가 5배 이상 많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2배 정도 많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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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 : 통계청(2019.6.25.)

개요
❍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발표, 2019.6.25.]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와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 (조사대상) 전국 약 20만 1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대상기간) 2018.10.14.～10.20.(1주간)
※ (조사항목)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맞벌이가구 등과 관련된 34개 항목
※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주요 내용
❍ [유배우 가구 현황] 2018년(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224만 5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67만 5천 가구로 전년 대비 21만 9천 가구(4.0%) 증가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3%로 전년 대비 1.7%p 상승
- 가구주 연령이 15∼64세인 유배우 가구는 989만 5천 가구로 전년 대비 7만 8천 가구 감소
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3%로 전년 대비 2.0%p 상승
❍ [맞벌이 가구 고용 현황]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는 987만 4천 가구로 전년 대비 5만
5천 가구 감소
- 가구주의 산업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농림어업(8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62.7%),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등(56.8%)에서 높게 나타나
❍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는 44.8시간
으로 전년 대비 1.5시간 감소하였고, 여자는 39.0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감소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고용 현황]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440만 7천 가구로 전년 대비 13만 가구 감소하였고,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0%로 전년
대비 2.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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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상승하였으며, 7~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의 상승폭(2.9%p)이 가장 크게 나타나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
45.1시간보다 3.8시간 적어
❍ [25~49세 유배우 여성 가구의 자녀학력별 고용 현황]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등 이상
재학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여성가구는 447만 5천 가구로,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9%
-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54.0%, 중학교 재학은 60.3%, 고등이상 재학
60.8%이며, 미취학은 44.5%
❍ [1인 가구 고용 현황]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53만 7천 가구로 전년 대비 10만 6천 가구
(3.1%) 증가
- (성별) 남자가 204만 1천 가구(57.7%)로 여자에 비해 15.4%p 높아
- (연령계층별) 50~64세(94만 가구, 26.6%) ＞ 30~39세(81만 5천 가구, 23.0%) ＞ 40~49세(72만
8천 가구, 20.6%) ＞ 15~29세(67만 3천 가구, 19.0%) ＞ 65세 이상(38만 1천 가구, 10.8%) 순
- (산업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33만 5천 가구, 37.7%) ＞ 도소매·숙박음식점업(71만 8천
가구, 20.3%) ＞ 광·제조업(56만 3천 가구, 15.9%) 순이며, 전년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0%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건설업이 각각 7.0%, 5.5% 증가
❍ [1인 가구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현황] 임금근로자(279만 3천 가구)의 임금수준별 비중은
100만 원 미만 11.3%, 100~200만 원 미만 24.6%, 200~300만 원 미만 35.7%, 300~400만 원 미만
17.1%, 400만 원 이상 11.3%
- 100~200만 원 미만 비중은 전년 대비 4.6%p 하락하였으나, 200~3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4%p, 1.2%p 상승
❍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제주특별자치도(73.2%) ＞ 세종특별자치시(67.5%) ＞ 충청남도
(66.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년 대비 제주특별자치도(5.2%p) ＞ 세종특별자치시(2.9%p)
＞ 경상북도(2.1%p) 순으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
❍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취업자인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전년보다 1.7시간 감소하였고, 남자가 43.4시간으로 여자(38.0시간)에 비해 5.4시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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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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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자료 : 해양수산부(2019.6.24.)

개요
❍ [해양수산부,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발표, 2019.6.24.] 해양수산부는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

※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습지 면적
현황을 공표해 옴.

조사 결과
❍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하였고,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
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

※ 2013∼2018 감소 폭: 5.2㎢(여의도의 1.79배) / 2008∼2013 감소 폭: 2.2㎢(여의도의 0.76배)

- 이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201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2019~2023) 등 갯벌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갯벌면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으로 예상

※ 2018년 습지보호지역 1,185.84㎢ 확대(235.81㎢ → 1,421.65㎢)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규모(면적): (2010～2018) 1.1㎢ → (2019～2023) 3.0㎢
❙연도별 갯벌 면적 변화추이❙
구분
갯벌면적(㎢)
변화추이(㎢)

2003년
2,550.2
-

2008년
2,489.4
△60.8

❙전국 갯벌면적❙
구분
합계
인천·경기지역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부산지역

면적
2,482.0㎢
896.0㎢
338.9㎢
110.5㎢
1,053.7㎢
82.9㎢

비율
비고
100.0%
36.1
13.7 서해안: 2,079.9㎢
4.4 남해안: 402.1㎢
4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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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2
△2.2

2018년
2,482.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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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 남해안이 16.2%인 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
❙지역별 갯벌면적(2018년 말 기준)❙
지역별

인천광역시

경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면적(㎢)

강화
옹진
중구※
합계
김포
화성
안산
평택
시흥
합계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합계
군산
부안
고창
합계

256.1
298.2
174.0
728.3
31.0
72.4
50.4
8.0
5.9
167.7
7.7
20.2
66.0
128.8
13.4
30.5
72.3
338.9
24.5
22.6
63.4
110.5

영광

147.9

함평

20.2

무안

151.6

목포

4.2

신안

339.0

진도

22.7

해남

69.7

완도

47.7

강진

28.3

장흥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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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경남·부산

면적(㎢)

보성
고흥
순천
여수

42.4
81.2
29.1
28.7

광양

14.8

합계

1,053.7

하동
사천
고성
남해
창원
통영
거제
부산 강서구※※
합계

9.0
21.2
7.9
16.0
3.2
2.1
3.4
20.1
82.9
2,482.0

총계

※ 인천광역시 중구의 갯벌 면적은 중구, 서구 등의 갯벌 면적을 포함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갯벌 면적은 강서구, 사하구 등의 갯벌 면적을 포함하고 있음.
❙바닷가 면적(2018년 말 기준)❙
구분

합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부산

2018년
면적(㎢)

비율(%)

17.65
0.78
0.52
2.46
3.06
8.89
1.63
0.31

100.0
4.4
2.9
13.9
17.3
50.4
9.2
1.8

비고

서해안: 11.80㎢
남해안: 5.85㎢

※ 갯벌 주변의 바닷가 면적은 33㎡ 이상 규모의 바닷가에 대해서 지적현황을 측량한 바닷가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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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