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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한-칠레 FTA 개선 제2차 협상 개최
• 2019년 하반기 수출확대 위한 대책회의 개최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 계획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 자금 지원 확대
• 식품분야 창업 초기기업 연구개발(R&D) 지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기획] 4차 산업혁명 동향 ❙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국가식품전략 추진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농업구조 동태조사
언론 동향 ❙ 2020년도 최저임금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상반기 소셜빅데이터 분석 - 식품산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미래 유망 신산업(5개 분야) 인력수요 전망
•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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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7.3.)

개요
❍ [관계부처 합동,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7.3.]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보완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본틀(안)❙

- (주요 내용) 1)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
보강, 2) 하반기에 집중 추진 대비할 과제 중심으로 우선적 발굴, 실행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액션플랜(정책캘린더) 제시, 3) 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미래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의제화 본격 추진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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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6.7조 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집행
-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활력 제고에 역점
- 소비심리 제고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촉진
- 수출금융 확대 및 분야별 수출대책 등을 통해 수출 분위기 반전에 총력
❍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관리에 만전
2.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 혁신성장 업그레이드 전략과 함께 산업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당면 현실이 된 미래요인 대응 강화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신산업 성과 창출 및 규제·모험자본
등 혁신기반 확충 과제에 집중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을 제시하고 추진
- 인구변화 가속화에 대응,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우리 경제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
3.

포용성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 내고, 청년 희망사다리
등은 추가하며,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등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 청년의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가계 재산형성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포용성 강화의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및 공정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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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
❙2019년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
1. 10조 원+α 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
➊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약 8조 원)
➋ 공공기관 투자 1.0조 원 이상 추가 확대(53조 원 → 54)
➌ 0.6조 원 항만 민간투자사업 연내 추가 착공(민간투자사업 12.6조 원 → 13.2)
➍ SOC 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先투자 사업 추진(+α)
2.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 지원
➊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과제심사·자금·
컨설팅 등 종합지원
➋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제 혁신 촉진
3.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➊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등 업종별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
➋ 신산업 분야의 8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
4.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➊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➋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2019.8월), 콘텐츠 분야별(영화·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발전방안(2019.下)
등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5.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➊ 수출금융 조기 집행 추진 및 필요 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 하반기 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하여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➋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2019.5~10월)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
시장구조 혁신 방안 마련
6.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➊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고용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
➋ 주52시간제 확대(50~299인 기업)에 대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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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➊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
➋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제를 적극 보완
8.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➊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역할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한 모델 발굴
➋ 연구용역을 토대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전환,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추진
9.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➊ 인구정책 TF에서 도출된 단기과제를 집중 추진·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추가 과제 발굴 추진
➋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혁신 등 핵심 미래 이슈에 대해 심층 연구와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
10.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➊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대응,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
➋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2019.7.3. ) 참고
❙2019년 하반기 주요정책 캘린더❙

□ 2019년 7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기획재정부

• 20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분위기 확산]
•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2019.7~12월, 대기업: 대상확대/중소·중견: 가속
상각 허용한도 50% → 75)

기획재정부

•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 양재 R&D 캠퍼스 조성 관련 양곡도매시장의 이전부지 선정

기획재정부, 서울시

[소비 등 내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 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 수산물 신유통체계 구축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관광 지원 서비스업 지정 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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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부처·기관

[수출 활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2.5조 원)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보험 한도 확대

관세청

• 중소기업 보세공장제도 시범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제2벤처 확산 가속화]
• 예비 유니콘기업 등 대상 1,100억 원 규모 기보 특례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창업공간 공급(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 에너지 효율혁신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산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규제자유특구 지원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 발표

기획재정부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행정규제기본법 상 先허용·後규제 원칙 시행

국무조정실

• 규제샌드박스 절차 간소화(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심사 기간 3개월 → 2개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화물운송사업 차량 톤급 제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국토교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능 기간 폐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최대 150만 원)

고용노동부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 → 1,000만 원)

고용노동부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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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부처·기관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기획재정부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금융 포용성 강화]
•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노동부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고용노동부

•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고용노동부

[생계비 경감]
•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

•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9~7% → 6%)

교육부

• 복권기금 활용한 저소득층 중고생 대상 장학사업(1,500명, 월 30~40만 원) 실시

기획재정부

•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보건복지부

• 난임시술비·고위험임신부 진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KTX 예매표 시간 변경 허용

국토교통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획재정부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2019년 8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기획재정부

• 2019년도 예산안 발표(2019.9.3일 국회 제출)
[투자분위기 확산]
• 광명-서울 고속도로(1.8조 원) 착공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신안산선(안산-여의도, 3.4조 원) 실시계획 승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청

• 새만금 매립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

[소비 등 내수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급액의 10% 환급 시행

법무부

• QR코드 방식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 도입

[수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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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부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무역 촉진방안 발표(분야별 수출 대책의 일환)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확대(환급제한품목 적용 배제)

기획재정부, 관세청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축산 발전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2∼3개소 선정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제조업 업종별 혁신대책의 일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영화산업 중장기 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만화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발표

[사회안전망 강화]
통계청

•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금융 포용성 강화]
• 초저금리 대출(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0.5조 원 확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0.2조 원 공급
[생계비 경감]
•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시범 도입

국토교통부

• 거동불편자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학기당 450만 원) 지급

[중장기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

•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2019.10월)

□ 2019년 9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투자분위기 확산]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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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부처·기관

• 평택-익산 고속도로(3.7조 원) 착공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 착공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착공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천 달러 → 5천 달러)

기획재정부

• K-culture 페스티벌 개최(~2019.10월)

문화체육관광부

• 가을여행 주간 연계 외식업소 프로모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 O2O Market 시범 운영(서울)
• 창덕궁 희정당 및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2019.10월)(궁궐 전각 특별 개방 일환)

문화재청

[수출 활력 제고]
•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산업통상자원부

•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발표(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중소벤처기업부

•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중소벤처기업부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 발표

특허청

• 지식재산(IP)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대학원 개원(고려대, 성균관대, KAIST)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항공산업 발전전략(제조업 업종별 혁신대책의 일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 활력대책 발표
• 음악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안전망 강화]
기획재정부

•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생계비 경감]

교육부

•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

- 8 -

⎗ 정책동향

정책 과제

부처·기관
보건복지부

• 전립선 초음파 건보 급여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기획재정부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발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금융위원회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체계 및 신용 DB 구축

[중장기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

• 미래전략 컨퍼런스(가칭) 개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지원 제도 설계

□ 2019년 10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투자분위기 확산]
•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참여시 사업자 선정 우대

기획재정부

• 인천내항 상상플랫폼(민간투자사업) 착공

해양수산부

•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민간투자사업) 착공

해양수산부

•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개통

해양수산부

[소비 등 내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림청

•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섬 관광 활성화 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 SRT 3세대 동행 할인(30%) 신설

국토교통부
법무부

• 아세안국가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10~12월)
• 경복궁 근정전 및 양주 온릉 개방·공개(궁궐 전각 특별 개방 일환)
• 해양관광 거점(군산, 완도, 서귀포, 고성) 조성 세부계획 확정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보건복지부

•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안전망 강화]
• 건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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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 특고 범위 확대
[생계비 경감]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임신부 추가)

보건복지부

• 복부·흉부 MRI 건보 급여화

보건복지부

[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고용노동부

•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대비방안 발표

[국민안전]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 2019년 11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투자분위기 확산]
기획재정부, 환경부

• 대산 산단 내 HPC 공장※(2.7조 원) 착공
※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15만 평)
•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 원) 착공

기획재정부, 포항시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착공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상주) 기반조성 착공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시 3개소 사업계획 확정(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부지, 부산 원예시험장)

기획재정부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SRT 7일 프리패스 발행

국토교통부

•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 시내면세점 최종사업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O2O Market 시범 운영(동대문)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기업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발표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서울 개포동)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 10 -

⎗ 정책동향

정책 과제

부처·기관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발표
• 캐릭터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생계비 경감]
• 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 2019년 12월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민간투자사업) 착공

해양수산부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 원) 부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투자분위기 확산]

기획재정부, 서울시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7조 원) 착공
• 김포도시철도 개통

국토교통부

• GTX B노선(6조 원)에 대한 예타조사 완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

[소비 등 내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DMZ 생태평화벨트 실시실행계획 발표
• 코레일 하나로패스 확대 개편(숙박·맛집 등과 연계)

국토교통부

• 국제관광도시 및 관광거점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수출 활력 제고]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개통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확대 및 요건 완화
[리스크 관리 강화]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 2019.3분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기획재정부

• 캠코를 통한 회생기업대상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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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부처·기관

•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하반기 중 1,300여 개 행정규칙 정비

국무조정실 등
국토교통부

• 수소시범도시 3곳 내외 선정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 스마트 육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전략 발표

해양수산부

• 첨단의료 복합단지 제4차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의료기기 등 첨단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발표

보건복지부

• 운송업 양수 대상 확대(운송사업자 → 지입차주 포함)

국토교통부

• 운송가맹사업 진입기준 완화(차량대수 500대 → 50대)

국토교통부

• 도심 내 인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3개소 발굴

국토교통부

•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국토교통부

[사회안전망 강화]
•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기획재정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획재정부

[생계비 경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2.3만 대)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보건복지부

•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공정경제 기반 강화]

기획재정부

•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추가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 관리원 설립

[중장기 전략 수립]
•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상선 혁신 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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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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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2019.7.1.)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9.7.1.]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
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

주요 내용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

※ (2016) 7,637건→(2017) 19,144 →(2018.) 35,813 →(2019.2.) 5,705(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단위: 건)❙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정부포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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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민원발생현황❙

※ 분석대상: 최근 1년 2개월(2018.1.1.～2019.2.28.)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중
직접적인 대책 등을 요구한 14,649건
※ 미세먼지 수치 출처: 한국환경공단
❍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
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2020년 중 시행할 계획
❙‘국민의 소리’에서 발굴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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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7.4.)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19.7.4.]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공공부문 노조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참석)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통계청･경찰청･소방청･기상청 청장, BH 정무비서관 등

- (주요 내용)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피크 시 예비력 703만~883만kW 전망,
별도 예비자원 904만kW도 준비, ▸2019년부터 60만 가구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력수급 대책기간(2019.7.8.~9.20.) 운영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제도 시행, 민관 합동 자살예방정책위원회 2019.9월 출범, ▸고령 운전자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수급 전망
❍ [전력수요 전망] 정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기준 전망 시 8,950만kW 내외, 혹서 전망 시
9,130만kW 내외※로 전망

※ 최근 30년간 최대전력수요 발생 직전 3일(주･야간 포함 72시간 연속) 평균기온 중 [기준전망]
상위5개연도평균29.0℃, [혹서전망] 상위3개연도 평균 29.6℃ 적용
※ 111년 만의 폭염이었던 2018년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9,248만kW 기록

❍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833만kW, 예비력은 883만kW(혹서 가정 시 703만kW)로
전망되며, 별도로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수급관리

※ 추가 예비자원: 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

최대전력수요(A)
8,950만kW (기준전망)
9,130만kW (혹서전망)

공급능력(B)

예비력(B-A)
883만kW (기준전망)
703만kW (혹서전망)

9,833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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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전력수급 대책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늦더위와 추석연휴(2019.9.12.~14.) 이후 조업 복귀 등에 대비하여
2019.7.8일부터 9.20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
한국전력·발전사와 공동으로 ‘수급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관리
- 또한,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 총 904만kW를 적기 활용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
❍ [노후설비 보강 및 취약계층 지원] 아파트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장마·태풍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배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점검·
조치도 강화
-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신규 지원할 계획

※ 하절기(7～9월) 동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약 60만 가구)에
평균7천원지급
❍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
- 공공부문의 경우 △실내온도(26℃~28℃) 준수, △조명 제한(복도조명 50% 이상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토록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절전 캠페인(2019.7.5.~9.20.)을 통해 절전
요령※을 전파

※ 실내온도 26℃, 시작은 강풍으로!, 미사용 플러그 제거, LED 사용하기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계부처 합동)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사고발생 현황] 2019년 상반기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1,605명으로 전년 동기간(1,767명) 대비
9.2%가 감소(∆162명)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명)
(%)

1월
304
295
△9
△3.0

2월
275
203
△72
△26.2

3월
310
253
△5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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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3
286
△17
△5.6

5월
309
306
△3
△1.0

6월
266
262
△4
△1.5

(단위: 명, %)
계
1,767
1,605
△16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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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추진상황]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내 보행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

※ 안전속도 5030(2019.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1.4.17. 시행): 도시부 제한속도를
60㎞/h → 50㎞/h로 낮추고, 주택가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
관리 정책(현재 서울 4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 중)
※※ 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35개소), 국도상 마을주민보호구간(60개소) 등

-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 → 3) 하는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
❍ [하반기 추진계획] 보행안전법을 개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보행자(37.6%)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2019.7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체계를 개선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 (현행) 지자체만 기본계획 수립,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미흡
(개선) 국가 차원의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 [사고발생 현황] 2019년 상반기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간(503명) 대비 38명
감소(△7.6%, 승인통계, 잠정) 하였으며,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 시 56명 감소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명)
(%)

건설업
235
229
△6
△2.6

제조업
117
108
△9
△7.7

기타업종
151
128
△23
△15.2

(단위: 명, %)
계(1~6월)
503
465
△38
△7.6

❍ [상반기 추진상황]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2019.3.19.)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안전업무 전담조직 강화, 시설안전 및 재난예방 등 필수인력 증원(2019년 약 1,400명), 안전
예산 확대(예산편성지침 개정 등), 기관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2018.1～5월 사망자: 22명 → 2019.1～5월 사망자: 15명(△31.8%)

-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 아울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확대·운영(2019.6월, 1,846개소)하고 돌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2019.6월 105회 지도)를 강화

※ 정비･보수 및 화기 작업 등 돌발 위험작업을 신속히 보고받아 안전조치 적정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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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추진계획]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차질없이 마련

※ 원청 책임 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 감독(7~9월)※ 및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끼임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이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점검·감독※※ 실시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

※ 2018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3분기(7～9월)에 31.6% 집중 발생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컨베이어, 혼합기, 분쇄기 등) 보유사업장(500개소, 2019.9월 안전공단)
점검→안전조치미개선및안전관리불량사업장감독(지방노동관서, 2019.10월)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8 사망원인통계’에 포함하여 2019년 9월 4주에 발표
예정

❍ [상반기 추진상황]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 확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 확충※※(52개소 → 63) 등을 추진

※ 검진대상자: (2018년) 241만 명(40･50･60･70세) → (2019년) 335만 명(20･30･40･50･60･70세
※※ 2019년 신규 11개소 중 10개소 지정, 1개소 추가 지정 계획

-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 활용하여 우울증 스크리닝(32만 명),
고위험군은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13천명)
❍ [하반기 추진계획]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019.7.16. 자살예방법 개정･시행)

- 2019.9월부터 신설 예정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민·관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
❍ [향후 계획] 정부는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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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지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2.)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추가 지정, 2019.7.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7.2일 뿌리
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 금형산업, 대구 국가산단표면처리, 부산 녹산표면처리, 전북
익산 등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 뿌리산업 특화단지: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정 중이며,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019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특화단지명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경북 구미)

특화업종
금형, 용접
(17개 업체)

단지 조성 계획
• 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으로 금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금형기술 확보 계획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표면처리
(대구)
(12개 업체)

• 표면처리업계의 문제점인 각종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친환경화 및
원가절감 계획

부산녹산 표면처리특화단지
(부산)

표면처리
(50개 업체)

• ICT 기술을 접목한 공동폐수처리장의 개선과 공동 도금 기술
연구소 설립 계획

익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익산)

뿌리산업
(31개 업체)

•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계획

- 지정된 4개 단지(입주업체 총 110개사)는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전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33개※, 단지 내
입주기업은 1,059개사로 확대

※ 특화단지 지역별 분포: 수도권 10개(453개사), 대경권 5개(129개사), 동남권 8개(266개사),
충청권 1개(14개사), 호남권 9개(197개사)
- 올해에도 신청을 통해 선정된 7개 특화단지※에 대해 총 63억 원의 국비를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동혁신활동에 지원할 예정

※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반월도금단지(경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부산),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
(대구),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전북완주), 구미금형산업특화단지(경북구미), 부산녹산표면처리
특화단지(부산)

- 2019년부터는 뿌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사업참여도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비율을 30%
에서 50%로 상향하였으며, 공동활용시설 지원 대상에 기존 공동생산시설 외 편의시설을 포함
하여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
- 향후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
하고(2019.11~12월, 5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2019.12월)를 통해
지자체 및 특화단지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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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7.3./7.5.)

❍ [정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2019.7.3.]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7개 부처※)는
대전시 및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공동으로 2019.7.5일부터 7.7일까지 3일간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전 컨벤션센터·무역전시관에서 개최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산림청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로서, 2018년 대구에 이은 두 번째 행사
※※※※ 오늘보다나은내일(Tomorrow), 함께꿈꾸는내일(My Job)을 통해모두의내일을기대
한다는의미

- (의미) 일상의 삶 속에 성장해 온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발전적 토론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장이라는 데 의미
- (주요 목적)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사회적경제&가치관’)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삶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① 일자리창출, ② 기회
균등·통합, ③ 안전·환경, ④ 지역·상생 등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주요 사회적 가치의
민·관 우수 협업사례가 전시되고, 공공부문, 금융기관, 대기업(현대차, LG, KT)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사례 17개가 소개
- (상품존; 무역전시관) 총 150개의 상품부스가 설치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이 전시·판매
되며, 컨벤션센터 등에서는 일반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
- (부대 학술행사)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019.7.5.)…사회적경제조직 주체
및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반조성-확산-정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공공정책 연계 자활기업 성장 전략 포럼(2019.7.6.)…자활기업의 공공정책 참여※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정책 참여를 통한 자활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

※ 도시재생, 참여형임대주택, 소셜프랜차이즈, 농어촌 일자리 및사회서비스, 신재생에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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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협업사례❙
사회적경제 기업
㈜동구밭
대구 안심마을
공동체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협업 기관

협업 내용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발달장애인을 고용, 천연비누 제조·판매
현대자동차그룹
• 협업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과 수출계약 체결
금융위원회, 대구시, 신용보증기금, • 마을에 필요한 수요를 공동체에서 해결
6개 은행, 삼익신협
• 협업을 통해 개방형 도서관 설치 등 지역현안 해결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어르신 대상 일자리
삼성여성쉼터, 농협재단,
창출 및 범죄 피해가정 여성들에게 원예치료 제공
전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동도
화개영농조합

행정안전부, 인천시, KT

• 협업을 통해 2017.3월부터 강화군 교동도에 교동스튜디오
등 관광 플랫폼 개소·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152개
사회적경제기업

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LG전자·화학

•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2011년부터~현재까지)
• 네트워킹을 위한 LG 소셜펠로우 정기 개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과 성과>
◈ 사회적경제 생태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 (제도) 사회적경제를 촉진하는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5% → 2.5),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취득세 50% 등) 3년 연장 등
※ 예산안 편성 지침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투자 강화 방침을 반영하고, 관련 재정 사업 발굴·확대
- (금융)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충※ ⇨ 2018년 정책금융 1,937억 원, 목표(1,000억 원) 대비
94% 초과
※ 민간 주도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출범(2019.1월)
-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 판로지원 확대※ ⇨ 2018년 공공구매 11,727억 원, 2017년(10,363억 원)
대비 13.2% 증가
※ 국가 계약 입찰 가점 확대(1.7점 → 2, 계약예규 개정) 및 수의계약 대상 확대(2천만 원 → 5,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경제 기여,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배점 확대 반영(19점 → 30,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 (인력) 사회적경제 분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전문 인재양성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2018년 667팀 창업, 2,268명 고용), 폴리텍 신중년 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4개
캠퍼스 → 28, 300명 → 5,370), 대학 내 사회적경제리더 과정 운영(2018년 석사·학부 등 4개 과정, 141명)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수, 취업자 등 규모 성장
구분
기업 수
취업자

4대※
전체
4대※
전체

❙사회적경제의 규모 성장❙
2017년 말
2018년 말
16,767개
19,397개
22,338개
24,893개
100,485명
110,829명
245,124명
255,541명

증감
2.6천 개↑(15.7%↑)
2.6천 개↑(11.4%↑)
1.0만 명↑(10.3%↑)
1.0만 명↑(4.2%↑)

※ 주요 4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개별 소관부처 관리통계의 합계)
◈ (사회적경제 진출 다변화) 사회적 농장, 학교 협동조합, 사회주택, 생활 SOC 운영·관리, 산림일자리발전소,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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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개념>
• (개념)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등
• 사회적경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 공동체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추세

2019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 개최
자료 : 고용노동부(2019.7.2.)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9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 개최, 2019.7.2.] 올해 국제 포럼은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 라는 주제로 진행,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10개국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장 사례 등을 공유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후원: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그룹, 행복나래
※※ (2014년) 사회적경제의 주체, 사회적기업, (2015년) 청년이여, 사회적기업으로 혁신을
보라, (2016년) 사회적기업의 사회 혁신, (2017년) 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제사회연대, (2018년) 포용성장의 동력, 사회적경제

- (개최 목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이슈를 상호 논의·토의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
- (주요 내용) △기조강연…아시안벤처필란트로피(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의 케빈
테오 최고 운영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아시아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대”를 주제로 발표
△세션 I…‘아시아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 및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 △세션 II…
‘현장,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 임팩트’라는 주제로 ① 교육, ② 지역 재생, ③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분과로 나뉘어 포럼이 진행, △세션 Ⅲ…“사회적경제 임팩트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역할과 연대”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기관들이 소개
- 포럼에 앞서 2019.7.1일(월)에 진행된 아시아 사회적경제 지도자 간담회에서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유관기관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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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개선 제2차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4.)

❍ [산업통상자원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협상 개최※ , 2019.7.4.~5., 산티아고]
신통상규범 도입과 상품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

※ (한국 측)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
재정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칠레 측)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 (주요 내용)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8개 분야에 대해
논의※ 하고, 발효 15년 차인 한-칠레 FTA 개선에 필요한 상품 추가 자유화는 물론 신통상규범
추가 도입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 한-칠레 양국은 지난 2018.11.28일～30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 제1차 협상을 개최
하여 상품 및 무역규범 분야에서의 개선 논의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5.)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2019.7.5.] 2019.7.4일 정부의 수출총력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기관장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FTA를 활용※ ※ 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

※ FTA활용 지원기관 현황(2019.6월 현재):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17개 지역FTA활용
지원센터(대한상의, 지자체 등), 14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
등 운영 중
※※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
발급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함.

- (개최 목적) FTA활용 지원기관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정책을 논의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도모
-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FTA전문인력 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해외FTA활용
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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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맞춤형 컨설팅]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출 초보기업※ 우선
지원, 지역 컨설턴트별 영세기업 전담지원※ ※ , 지역별 취약업종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

※ 무역투자진흥공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수출성공기업(2018년 약 2,700개사)에 컨설팅
우선지원
※※ 영세기업전담지원: 지역센터의FTA활용지원컨설턴트(관세사등)별로영세기업(연매출30억원/
상근10인이하) 2∼5개사를선정하여1년간집중지원

❍ [FTA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FTA활용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실무 관련 재직자
전문교육과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연간 1만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증명서를 보다 쉽고 편리
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소기업용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 보급
- 2019년 연말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KOREA’)을 대한상의의 온라인 “원산지
증명 발급 시스템”과 연계※ 시켜 FTA-KOREA를 통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크게 줄여 줄 계획

※ 대한상의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현재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용기업이 발급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별도로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양(兩)시스템 연계로 불편 해소 및
발급시간 단축
❍ [해외센터 추가 개소]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2019.6월 필리핀(마닐라)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9월 중 인도 첸나이에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를 추가 개소할 계획
- 해외센터※ 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 및 활용상담과 통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외센터 현황(2019.6월 현재): 중국(7), 베트남(2),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에 14센터를 운영 중
❍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 「FTA활용 지원사업」은 90% 이상이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되고 있고, 수출 초보기업도 9% 수준 지원하는 등 취약기업 수출역량 제고에 기여※

※ 2018년도 매출액을 표시한 조사대상 2,490개사 중 2,330개사(93.6%)와 2019.1～5월 조사대상
667개사 중 618개사(92.7%)가 매출액 300억 원 이하 기업이었고, 2018년도 조사대상 3,118개사
중279개사(8.9%)가 수출 초보기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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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태평양동맹(PA) 관계 장관회의 참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4.)

❍ [산업통상자원부, 태평양동맹(PA) 관계 장관회의 참석※ , 2019.7.4.~5., 페루 리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2019.7.4-5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 통상규범
논의에서 국제적 협력 방안도 논의

※ 태평양동맹: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결성(2012년)한 지역경제연합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 한국은 페루/콜롬비아/
칠레와 각각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멕시코와의 신규 양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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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9년 하반기 수출확대 위한 대책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

개요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대책회의 개최※, 2019.7.1.]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
(2019.7.1.)하여 지난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

※ (참석)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과 주요 수출업체(경남무역, 보라무역, 에버굿, 삼부자컴퍼니, 삼익마케팅, 고려자연
식품, 보성일억조코리아, 청담은, 기본, 다정 등 수출 품목별 10개 업체)들

2019년 상반기 농식품수출 실적
❍ [2019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세계 경제 침체 등 불리한 수출여건※
속에서, 신선 부류의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궐련(담배)·설탕 등 가공 부류가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32억 8,900만 달러※※ 를 기록

※ 2019 글로벌 교역 성장률 전망(IMF): (2019.1.) 4.0% → (2019.4.) 3.4
2019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2018.10.) 3.7% → (2019.4.) 3.3
※※ 2019년 6월 23일까지의 잠정치로, 상반기 확정치는 7월 중순 발표
국가 전체산업 수출(2019.1.1.∼6.20.)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2,545억 8천만 달러

❍ [부류별] 신선 부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6억 9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가공 부류 수출액은 궐련·음료·설탕 등의 감소세로 인해 1.3% 감소한 26억
8,000만 달러를 기록
- (신선 부류) 김치(9.4%↑), 인삼류(2.2%↑), 채소류(11.9%↑), 가금육(50.4%↑)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년 냉해·폭염 등으로 저장량이 감소한 배(△35.5%) 등은 감소세를 기록
- (가공 부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궐련(담배)의 현지 재고 물량 증가와 음료류의 아세안 현지 생산
증가※ 등이 감소 요인으로 지목

※ (상승) 인삼류(2.2%↑), 김치(9.4%↑), 딸기(11.4%↑), 토마토(11%↑), 라면(5.7%↑) 등
(하락) 파프리카(△5.2%), 배(△35.5%), 궐련(△6.9%), 음료(△0.1%), 설탕(△3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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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일본, 중국, 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태국, 인니 등의 실적이
주춤※한 상황

※ (상승) 일본(2.8%↑), 중국(7.2%↑), 미국(9%↑), 베트남(11.5%↑) 등
(하락) 태국(△17.8%)･인니(△14.5%) 등

2019년 하반기 주요 수출대책(안)
❍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상반기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2019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안)’이 논의
- (주요 내용) ① 한류·온라인 활용 마케팅 집중 추진, ② 수출업체 육성 및 신규 품목·시장
발굴, ③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④ 하반기 품목·국가별 중점 관리 체계 구축 등
1.

한류·온라인 활용 마케팅 집중 추진

❍ 상반기 선정된 수출 홍보대사를 하반기 홍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한류 문화행사(K-Con)와
연계한 박람회 개최 추진
❍ 12개국 전자상거래 판매관(온라인몰)의 상설판매관을 활용한 마케팅 및 대규모 ‘왕홍※’ 박람회
(8월) 활용 농식품 홍보 집중 추진

※ 중국 사회관계망(SNS)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인기스타

2.

신규업체 육성 및 품목·시장 발굴

❍ 내수 식품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용 지원사업 도입 및 수출기업 역량·유형분석을
통한 맞춤 지원 추진
❍ 유망품목 및 과잉생산(양파) 품목의 기획수출 지원, UN 조달시장 및 신북방 국가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
3.

비관세장벽 정보전파 및 애로해소

❍ 수출업체 대상 비관세장벽 정보전파 및 통관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통관
절차 일괄 지원(One-stop)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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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반기 품목·국가별 중점관리 체계 구축

❍ 상반기 부진 품목 중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국가를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해소
하고, 성출하기(2019.9~11월) 단기 수출대책 마련
❍ 현장애로의 즉각적 해소를 위한 국내·외 현장 밀착지원 강화

국가별 주요 추진대책(안)
1.

주력시장

❍ [일본] △신규 유통채널 및 미개척 2선 지역 신규시장 지속 개척, △혐한 분위기에 영향이 적은
온라인, SNS 중심 홍보효과 극대화, △비관세장벽 즉각 대응반 운영, 검역 통관 관련 현지화
사업 지원 강화
❍ [중국] △왕홍박람회 참가, 온라인·O2O 판촉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 △샤인머스켓, 쌀이유식
등 중국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전략품목 육성, △현지화 및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으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강화
❍ [미국] △한류 콘텐츠(뉴욕, LA KCON) 활용 소비자 체험홍보 현지 수요저변 확대, △Costco,
Shoprite 등 현지 주류마켓 입점 확대 및 판촉 강화, △주류 빅바이어 및 우수 벤더사 발굴(ECRM
벤더상담회) 통한 수출확대 기반 마련
2.

전략시장

❍ [신남방(아세안)] △한류(KCON), 스포츠(박항서), 온라인(버라이어티 예능) 활용 젊은 수요층 공략,
△K-Fresh Zone 확대(베트남 3, 말레이시아 2) 및 베트남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신흥시장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신규 바이어 집중 발굴(세일즈 로드쇼) 및 마케팅 강화
❍ [신북방] △aT 블라디보스톡 지사 개소(2019.7.11.), 주요 국가 파일럿 파견 및 신규 바이어
발굴, △K-Food 소비붐 조성 위한 러시아 Fair 개최 및 안테나숍, K-Fresh Zone 신규 설치,
△「신북방 수출전략 포럼」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2019.8월) 및 북방위 안건 상정
추진(2019.9월)
❍ [향후 계획] 이번 대책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촉진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
하여 2019년 농식품 수출 목표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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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4.)

❍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2019.7.4.]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여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
- (추진 배경)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계획 수립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 (추진 계획)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서 5개년 계획(2020년~2024년) 수립※(2019.12월)

※ 2019.7월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2019년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0～2024)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6대 분야 21대 과제❙

6대 분야

21대 과제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방안을 검토
•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는
의무 강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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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21대 과제
• 동물유기를 동물 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
•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
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
재발방지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선)
3년/3천만 원
•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 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동물등록 대상 월령은 현행 3개월령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
활성화
•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 현재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의 방식이 있으나, 보다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 지속 제기
□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 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 → 50)를 추진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는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권장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
•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 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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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21대 과제
□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 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
③ 동물 관련 서비스업 규제
※ 현재는 화장, 건조장 방식만 허용,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을
합리화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 자기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시로 보호·
관리하는 영업
※※※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 탱크, 조명, 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
체계 개선
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
□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017년 말 기준 전체 293개소(직영
40개소, 위탁 253개소)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
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
•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기준 마련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 기준 등 부재하여 관리가 어려운 상황,
2019년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8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
•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
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 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

②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
강화
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
□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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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
□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
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①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있는 기반을 마련
강화
※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 예외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
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
※ 현재는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윤리위원으로 활동 가능
•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진
강화
※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리 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
목적 변경 등
• 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 동물실험시행기관 개소수: (2011) 324 → (2014) 349 →
(2017) 384 → (2018) 385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체계 마련

□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

□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타워 역할 정립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
※ 현재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참여 인원 및 기능 제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중심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
※
②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현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 필요
③ 중앙정부·지자체 인력 □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및 조직 확충
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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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3.)

❍ [농식품부,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2019.7.3.]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2019년도 신청 가집계 결과, 3만 3,000ha※※ 신청을 접수
하여 2018년 신청(3만1000ha) 대비 108%, 금년(2019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 달성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 원 지원
※※ 사업신청(6.28. 현재) 3만 3,000ha와 비재정사업 약 3,000ha(농지 매입사업 2404ha,
간척지 신규 임대 110ha, 신기술보급사업 918ha) 포함 시 2019년도 총 3만6000ha
수준 생산조정 예상

- (추진 경과) 2019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
으나,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속도가 증가※

※ 주간 신청 면적: (2019.2월) 622ha → (3월) 1,718 → (4월) 2,300 → (5월) 1,564 → (6월) 1,515
- (기대 효과) 2019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
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 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2019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가 기대

※ 2019년생산조정소요예산은1122억원으로추정되어, 같은물량을격리하는경우(약 4,725억원)
보다약3600억원의예산절감효과
❍ [향후 계획]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특별지원기간(2019.6.24.~11.30.)을 운영하여 신청농가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

※ 현장기술지원단(농촌진흥청), 쌀 생산조정추진단(지자체), 농기계･판로(농협) 등
- 2019.7~10월 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적합 농지에 대하여
2019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보조금 지원액(만 원/ha): 조사료 430, 일반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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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 자금 지원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3.)

❍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 자금 지원 확대, 2019.7.3.]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

※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창업기업들이 저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2019.7월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받을 수
있도록지원하는사업

- (추진 배경) 기존에는 우수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의
적인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지닌 벤처·창업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

※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
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
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 (개편 내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한도 확대, △지원 대상…(기존) 우수기술 인증 기업
→ (변경) 기존 + ① 농식품 벤처 확인 기업, ②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등, △지원 한도…
(기존) 최대 10억 원 → (변경) 최대 20억 원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3.)

❍ [농식품부,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2019.7.3.] 농식품부는 종량세※ ※ 전환에 대응한
막걸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2019.7.3일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전통주갤러리)에서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

※ (참석)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aT, 막걸리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
※※ 주류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과 달리, 알코올 도수와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개최 목적)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에 대응하여, 종량세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걸리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논의
- (주요 내용) 막걸리의 품질 향상, 유통 활성화 등 막걸리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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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식품 동향

식품분야 창업 초기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

❍ [농식품부, 2019년 ‘푸드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9.7.2.] 식품 창업 초기 기업
(푸드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R&D)자금을 지원
- (추진 배경) 매년 ‘푸드스타트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창업 이후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푸드스타트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이 필요

※ 푸드스타트업: 식품분야 창업 초기기업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생벤처 기업
- (주요 목적) 식품분야 창업 초기기업(푸드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생산현장 애로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창업 초기의 애로사항 해결 및 혁신역량 제고
- (주요 성과) 2018년 농식품부에서는 ‘푸드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해 6개 식품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과제당 5,000만 원)하여 신제품 개발, 고용 창출
등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
- (주요 내용) △공고기간…2019.7.1.(월)~7.31., △신청·접수기간…2019.7.24.~7.31., 18:00까지,
△지원대상…공고일(2019.7.1.)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대표자가 만 50세
미만인 식품분야 소기업, △지원내용…연구기간 1년 이내, 연구비 6천만 원 범위 내, 15개
과제 지원※

※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사업(전문가 매칭,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매칭 등)과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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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 경연대회(콘테스트)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

❍ [농식품부,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 경연대회(콘테스트) 개최, 2019.7.2.]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실제 투자자와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투자유치형’과 ‘마케팅형’으로 나누어서 진행
- (주요 목적) 농식품분야 창의적인 기술·상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집중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와 매출 증대 기반조성 및 창업 확산
- (참가 자격 및 분야) △투자유치형…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 기획,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한
7년 이내 창업자(단, 사행성 및 환경오염 등 반사회적 성격 제외), △마케팅형…농식품 분야 창의
적인 기술 등으로 제조(제작)된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주요 내용) △시상내역…대상 1억 원, 최우수상 3천만 원, 우수상 각 1천만 원 등, △추진일정…
(투자유치형) 접수(2019.7.8.~31.) → 예선(8월) → 본선(9월 말) → 결선(10월 말), (마케팅형) 접수
(7.8.~31.) → 예선(8월) → 본선(9월 말) → 결선(11월 중순~말), △후속지원…온·오프라인 전용관
입점 기회 제공, 온라인 특별 기획전 참가기회 제공, 실제 투자유치 연계 등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5.)

❍ [농식품부, 식품명인을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 2019.7.5.]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1일 공포
- (주요 내용) 국가 지정 식품명인의 위상제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대한민국 식품명인」
으로 개정하여 혼동 우려 방지※하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 도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명인의 권리 강화

※ (기존) 식품명인 → (개정) 대한민국 식품명인
※※ 과태료 부과기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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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3.)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2019.7.3.]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2천 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 호),
진행※ 53.%(17천 호), 측량 9.4%(3천 호), 미진행 7%(2천 호)로 조사되어 농식품부는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혀
- (추진 상황) △지역별…전남(91.1%) ＞ 충북(87.3%) ＞ 경남(87.2%) ＞ 충남(85.2%) 순,
△축종별(2019.5월 말 기준※ )… 한돈(81.6%) ＞ 젖소(81.2%) ＞ 한우(77.0%) ＞ 가금(73.8%)
＞ 기타(77.3%)

※ 2019.6.25. 기준 집계 중

❙무허가 축하 적법화 추진율❙

- (주요 특징)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율 크게 상승※

※ 적법화 추진율(완료+ 진행) 추이: (2019.3월) 56.1 → (4월) 65.6 → (5월) 77.4 → (6월) 83.6

- (애로사항) 일부 농가의 추가 연장 기대, 지역 내 민원 증가, 지자체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적법화 지연
- (향후 계획)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적법화 추진 제고, △진행농가(53%)…절차 관리강화로
조기 적법화, △측량·미진행 농가(16.4%)…컨설팅 지원 등으로 위반사항 해소 및 진행단계로
이행 촉진, △관계부처·공공기관 T/F 논의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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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5.)

❍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2019.7.5.]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

※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행(2019.6.1.)하였고,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건수) 2019년 1~5월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은 월평균
8,314건(11969kg)이었던 것이, 6.1.~6.30일(1개월) 한 달간 6,707건 6,155㎏으로 올해 월평균
대비 23.3%, 집중 홍보로 자진신고율은 향상(95.1% → 99.8)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상향 이후(2019.6.1.) 휴대 축산물 반입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3명※ 에게 부과, △직업별…일반 여행객 4명(태국 1, 몽골 1, 한국 2) ＞ 보따리상 4명
(우즈베키스탄 3, 중국 1) ＞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 1명) ＞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 재외동포 1명(중국) 순, △품목별… 쇠고기 가공품(6건) ＞ 돼지고기 가공품
(4건) ＞ 양고기(2건) ＞ 반려동물사료(1건) 순

※ (외국인: 11명)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한국인: 2명)
- (향후 계획)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하게 처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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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 등
[기획] 4차 산업혁명 동향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그후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되고 있나?”(2019.7.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2019.7.2.)를 통해 인공지능(AI) 스피커(네트워크), 드론·
자율주행차(이동체), 핀테크 사업체(금융/물류), 스마트 공장(제조) 등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

※ 이번 발표는 정부가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관련, 4차 산업혁명 추진상황을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관심 있을 만한
지표로 선정･조사

❍ 4차 산업혁명 지표는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였으며, 총 33개 지표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준일: 3월 말 기준(기존통계 등 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명시)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AI)
스피커 대수(누적)는 412만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4차 산업혁명 근간인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수※는 1,865만 개로 (2018.12월 기준) 전년 대비 33.2% 증가

※ 원격검침 + 사물 간 통신(M2M) + 홈네트워크 가입 수

-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
(2019.6.10. 기준)
- 5G 등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2019년) 처음
서비스하는 10기가 인터넷망 전국 인터넷 가능지역(전국 커버리지)은 6.86%
<인공지능(AI) 스피커 판매대수>

<IoT 기기 연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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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발·개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이용수는 1,2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7배 대폭 상승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화 기술 관련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는 44개(2018년
기준)로 전년 대비 25.7% 증가
-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앱 업로드
수는 7,065건(2019.4월 말 기준)
<인공지능 오픈 API 이용 수>

<인공지능 전문기업>

❍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지도는 1,741㎞(전년 대비 28.9%↑), 자율차를 위한
첨단 도로 시스템※(C-ITS)은 323㎞(전년 대비 267%↑) 구축

※ 차량이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여 주행 중 주변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을 실시간 제공받아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62대로 전년 대비
40.9% 확대
- 스마트 이동체의 대표주자인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전년 대비 1만여 명이 늘어난
15,671명(2018.12월 말)
- 상업용(또는 12kg 이상, 신고대상) 드론은 7,177대(2018.12월 말)로 전년 대비 60.0% 증가
<정밀도로지도 구축>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대수>

❍ [제조]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누적)은 7,903개
(2018.12월)로 정부는 2022년까지 3만 개 구축 계획
- 제조업용 로봇 생산액은 3조 181억 원(2017년 기준)으로 1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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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수>

<제조업용 로봇 생산액>

❍ [금융/물류]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533만 건, 2,306억 원(2018년도)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91%, 금액은 123.4% 증가
-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수 및 가입자수는 1,590만 계좌, 993만 명
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1%, 55.7% 증가
-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핀테크 업체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301개
<간편 결제·간편 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

❍ [의료]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간 안전하게 교류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한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누적)는 2,316개소로 전년 대비 77.3% 증가

※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등

❍ [에너지] 에너지신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도입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은 564개로 전년 대비 34.3% 증가

※ Energy Management System: 소비전력체크(모니터링), 센서감지, 제어장치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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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플랫폼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관리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전년보다 15개 증가한 37개
도시로 확산
❍ [농수산업] 농수산업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확대

되어, 시설원예는 22.2% 증가한 4,900ha(헥타르), 축산은 77.9% 증가한 1,425호
❙스마트 팜 확산❙
<시설원예>

<축산>

❙4차 산업혁명 추진 관련 지표❙
구분

지표

조사값
2019

2018

증감률

관련 부처/부서

1-1. 지능화 기반산업 혁신

의료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
암 유전체 수
(암 유전체 확보 건수)
스마트 공장 수

제조

이동체

에너지

1,306개소

2,316개소

348건
2,949건
(2018.5월 말)
(2019.5월 말)
5,003개
7,903개
(누적, 2017.12월 말) (누적, 2018.12월 말)

77.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

보건복지부
(암정밀의료사업단)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로봇 생산액

2조 6,687억 원
(2016.1~12월)

3조 181억 원
(2017.1∼12월)

13.1%

로봇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1,351km

1,741km

28.9%

국토교통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5,777명
(2018.3월 말)

15,671명
(2018.12월 말)

171.3%

국토교통부

드론 기체 신고대수
(상업용 또는 12Kg 초과)

4,514개
(2018.3월 말)

7,177대
(2018.12월 말)

60.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44대

62대

40.9%

국토교통부

자율차 R&D 전문인력
양성

49명
(2017.12월)

160명
(2018.1~12월)

226.5%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원격검침시스템

약 12만 호

15만 호

1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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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조사값
2019

2018
420여 개소

564개소

증감률
34.3%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수
계좌수: 9,188,827개 계좌수: 15,904,291개 계좌수: 3.1%
/가입자 수
고객수: 637.7만 명 고객수: 992.8만 명 고객수: 5.7%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3.80조 원
(2017년도)
287개
(2018년 12월)

4.44조 원
(2018년도)
301개
(2019년 3월)

물류자율운송 로봇 수

5대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

전자금융업 총매출액
금융/
물류

농수
산업

관련 부처/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16.8%

금융위원회

4.9%

금융위원회

6대

20%

국토교통부

279만 건,
1,032억 원
(2017년)

533만 건,
2,306억 원
(2018년)

건수: 91%
금액: 123.4%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온라인 쇼핑거래액

91조3,000억 원
(2017년)

111조 8,939억 원
(2018년)

22.6%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해양 로봇 수

10종

10종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1개소 추진
(2019~2021년)

-

해양수산부

시설원예 4,010ha
축산 801호
(2017.연말)
58.3%
(2017년도)

시설원예 4,900ha
축산 1,425호
(2018.연말)
60.2%
(2018년도)

핀테크 업체수

스마트팜 확산
밭농업 기계화율(%)

22.2%
77.9%

농림축산식품부

1.9%p

농림축산식품부

1-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新 성장 촉진
시티
교통

스마트시티 확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참여 지자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22개

37개

68.2%

국토교통부

88km

323km

267.0%

국토교통부

35개
(2017.12월 말)

44개
(2018.12월 말)

2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만 건

1,200만 건

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065건
(2019. 4월 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6만 대
(통신3사+포털2사)

412.4만 대
(통신3사+포털2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
지능화
인공지능 오픈 API 이용 수
기술
VR/AR 앱 업로드 수

3.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네트
워크

AI스피커 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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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IoT 기기연결
가구별 IoT 보유기기
5G 지원 스마트폰
가입자수
10기가 인터넷망 전국
커버리지

데이터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여부(이용기업수)

2018
1,400만 개
(2017.12월 말)
0.69%
(2017년)
2019년 이후

조사값
2019
1,865만 개
(2018.12월 말)
1.2%
(2018년)
100만 명
(2019.6.10.)

증감률

관련 부처/부서

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9%

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이후

6.8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0%(33,453개)
(2016년)

1.7%(66,727개)
(2017년)

0.8%p

정보화통계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4명
(2018.2월 말)

7,128명
(2019.2월 말, 누적
9,252명)

23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심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양성
인재

※ 기준일: 2019.3월 말 / 2018.3월 말, 기준일이 다를 경우 별도 표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 IEG Policy가 발표한 “Sensor and Sensibility: How agri-tech is transforming
farming”(2019.6.27.)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 신기술이 농업계에 적용되면서 수확량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로봇을 이용하여 과일을
수확하고 작물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신기술이 점차 보급되고 있음.
- 파이낸셜 타임지는 2018년 농식품분야 기술 개발·투자 금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170억 달러
(약 19조 7,66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참고로 2013년 농식품업계 투자금액은 20억 달러
(약 2조 3,250억 원)에 불과하였음.
❍ 농식품 기술 개발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임.
센서에서 생성하는 대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기마다 전송·처리되면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짐.
- 각 센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해지며, 공정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짐.

※ 예)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유축 관리, 작물 수확 및 제초작업 등에 응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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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상되는 세계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농산물 생산량을 30%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밀 농업을 통한 생산성 및 단수 향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농식품계에 적용되는 기술 트랜드는 주로 자동화·로봇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예로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로봇, 작물 모니터링 기기, 비료 및 농약 자동 살포 기기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경우에 따라 GPS 정보를 이용하여 작물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조절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음.
❍ 농가 입장에서 이러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비용문제임. 2017년 미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5%의 농가는 구입 및 유지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수익성을 확신하기 힘들다고 응답함.
- 농업 관련 첨단 장비가 대량 생산될 경우 비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일례로 농업용 드론의 경우 초기보다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기술의 농식품계 적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앞서
설명한 기술에 무선센서 네트워크, RFID 등이 추가로 적용될 경우 생산단계 조절, 안전성 확보,
이력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지므로 식품 공급 체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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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국가식품전략 추진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Gove appoints Dimbleby to pioneer ‘farm to
fork’ revolution”(2019.6.27.)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국가식품전략 추진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기존 식품 시스템※의 재검토 작업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헨리 딤블비(Henry Dimbleby) 대표(식당 체인 ‘레온(Leon))’와 ‘지속가능한
식품 연합(Sustainable Food Association)’의 공동대표)을 지명하였음.

※ 현재 영국 식품 시스템은 75년 역사를 지니고 있음.

❍ 헨리 딤블비는‘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ield to fork)’ 전반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을 조사한
후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2020년 국가식품전략(National Food Strategy)에 반영할 예정임.
새로운 국가식품전략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고, 건강하며, 저렴한 식품을 공급
-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복원·개선
- 탄력적이고(resilient) 지속가능한 농업
- 도시와 농촌 경제 모두에 활발히 기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생산자와 제조업자
지원
- 이상의 작업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진행
❍ 마이클 고브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영국의 농업인과 식품
제조업자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이지만 우리는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식습관 관련 질병 발생과
같은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모든 이들의 식품 접근성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음.
❍ 헨리 딤블비 지명자는 “농식품 분야는 삶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내년(2020년)부터 현장의 농업인에서부터 식당의
주방장까지 모든 유통 과정상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가 처한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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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농업구조 동태조사
※ 일본 농림수산성 「平成31年農業構造動態調査」(2019.6.2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法人経営体は前年比3.1％増－31年農業構造動態調査」(2019.7.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농업구조 동태조사
❍ [농업경영체 수] 일본 전국 농업경영체※ 는 118만 8,800개(2019년 2월 기준)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조직 경영체는 3만 6,000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음. 또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경영체는 2만 3,400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음.

※ 경영경지면적이 30a 이상이거나 노지채소15a 이상, 과수재배 10a 이상, 돼지사육두수15마리
이상등농작물재배면적기준이상의농업경영체

- (지역별) 조직 경영체는 가족경영을 제외한 경영체로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300개, 긴키(近畿)지역
에서는 200개가 증가했음.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조직 경영체는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는
1,900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만 1,500개로 3.4%
증가하였음.
- (농산물 판매금액별) ‘5,000만 엔 이상’은 2만 600개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3,000~5,000만 엔’
구간은 2만 300개(전년 대비 △1.9%), ‘1,000~3,000만 엔’ 구간은 9만 6,300개(전년 대비 △0.7%)로
감소하고 있음.
- (경지규모별) 경영 경지면적이 30a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판매농가는
113만 100개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이 중에서 주업농가※는 23만 5,500개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준주업 농가※※는 16만 5,500개로 전년 대비 11.9% 감소, 부업 농가※※※는
72만 9,100개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음. 구성 비율은 주업농가 20.8%, 준주업농가 14.6%,
부업 농가 64.5%임.

※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 조사 기간 전 1년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미만세대원이있는농가
※※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 미만, 조사 기간 전 1년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가구원이있는농가
※※※ 조사기간 전1년간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세대원이 없는농가
(주업농가및준주업농가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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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경영체 수(단위: 천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2019년/2018년

농업경영체
①+②

가족경영체
①

조직 경영체
②

1,377.3
1,318.4
1,258.0
1,220.5
1,188.8

1,344.3
1,284.4
1,223.1
1,185.0
1,152.8

33.0
34.0
34.9
35.5
36.0

△2.6

△2.7

1.4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조직 경영체1)
18.9
20.8
21.8
22.7
23.4
3.1

주: 2015년 수치는 2015년 농림업센서스 결과이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이하 동일).
1)은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법인조직 경영체’ 및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 수탁을 하는 법인 경영체’임.
❍ [노동력] 판매농가 중 기간(基幹) 농업종사자※ 수는 140만 4,100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
하였으며, 49세 이하에서는 14만 7,800명으로 2.9% 감소함.
- 농업경영체 고용자 중 장기고용자 수는 23만 6,100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49세 이하에서는
11만 9,800명으로 2.4% 감소하였음.

※ 농업취업인구(주요 업무가 자영농업인 세대원) 중에서 평소 주된 업무로 자영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경영 경지면적 규모별 구성비] ‘10~20ha’ 구간은 10.5%에서 0.6%p 증가한 11.1%, ‘20~30ha’
구간은 8.3%에서 0.2%p 증가한 8.5%임.
- 경영 경지면적이 10ha 이상의 비율은 53.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음.
❙전국 경지면적 규모별 구성비(경영 경지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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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20년도 최저임금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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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최저임금 주요 동향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7월 4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서 했지만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삭감을 요구하는 노사 입장
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정 기한은 2019.6.27일로 이미 지난 상태

- 2020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 4.2% 삭감(시금 8,000원)을 요구한 경영계와 19.8%(1만 원)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의 입장 차 커
-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경제 규모 대비 최저임금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
❍ 2019년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2020년도 최저임금 선호 수준’에 대해 과반수가 ‘동결’ 또는 ‘5% 미만 인상’
이라고 응답하여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도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여론조사는임금근로자500명과자영업자300명을대상으로2020년도최저임금에대한의견을
묻는방식으로이루어짐.
- 자영업자는 동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이 20%, ‘5~10%
미만’과 ‘10% 이상’은 각각 8%였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임금근로자
역시 절반을 넘는 68%가 ‘동결’(37%) 또는 ‘1~5% 미만 최소 인상’(31%)을 선호, 이는
지나친 인상이 본인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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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뒤 이르면 오는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정하고 표결로 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
❍ 전문가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근로자 생계비 및 노동생산성이며, 경기 부진과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
-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일자리안정
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
❍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7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2018년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 이어 “당장 2020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2020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 및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 설명
❍ 한편,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은 2019년 7월 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청년이 사회에 진입할 때 받는 임금 수준으로 청년임금”이라며 경영계의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대해 삭감 요구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자료: “청년단체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 요구 용납 못 해…즉각 철회”(MBC, 2019.7.4.),
““1만 원” vs “8천 원”…최저임금 두고 본격 숫자 다툼”(SBS, 2019.7.4.),
“홍남기 부총리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국민일보, 2019.7.4.),
“대통령 특위 설문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매일경제, 2019.7.4.),
“자영업자 6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머니투데이, 2019.7.4.), “최저임금
‘사상 첫 삭감’ 가능할까”(서울신문, 2019.7.4.), “홍남기 “주52시간제 보완책
강구…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서 결정””(한국경제, 2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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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소셜빅데이터 분석
- 식품산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3.)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소셜빅데이터 분석 식품산업 관련 주요 이슈 분석·발표, 2019.7.3.]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지정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 관심사항을 분석※※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심층 정보분석 및 활용자료
등의 생산을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
※※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한 주제어(키워드)를 우선 선정하였고,
그 주제어를 둘러싼 연관 단어와 감정･가치판단이 포함된 수식어를 분석하여,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를 분석

분석 결과
❍ 2019년도 상반기(1~5월) 중 주요 포털(네이버)에 게재된 식품산업 관련 뉴스 중 월평균 1,000회
이상의 다빈도 주제어(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식품산업 주요 키워드 빅데이터 언급빈도(2018.1월~20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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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분석] 식품산업 주요 분야별 언급빈도는 2018년 이후 2019년 5월까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2019.3월)’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체·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추진
- 가정간편식 소비자층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주부 및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식품업체들도 안주류·밀키트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이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
- 4차산업혁명 등의 기술 발전으로 기술 기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언급이 증가
❙식품산업 주요 이슈 빅데이터 언급빈도❙
키워드

2018년 언급빈도
1~5월(월평균)

2019년 언급빈도(건, %)
1~5월(월평균)
증가율

기능성식품

10,535(2,107)

14,016(2,803)

33.0

가정간편식

8,521(1,704)

12,590(2,518)

47.8

푸드테크

6,025(1,205)

6,778(1,356)

12.5

❍ [연관어 분석※] 선정된 식품산업 주요관심 주제어(키워드)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특성에 따라
연관어가 다르게 나타나

※ 연관어 분석: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어 자주 연계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

-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은 제품 이용을 위한 목적·형태나 효과·효능과, ‘푸드테크’는
관련 기술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
- (‘건강기능식품’) 어린이나 부모님 등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체중, 디톡스, 면역력” 등 효능·효과에 대한 언급과 “홍삼·
비타민” 등 제품 종류에 대한 언급이 많아
- (‘가정간편식’) 이용목적에 따라 “집밥, 혼밥, 반찬, 안주” 등이나 “영양, 맛, 가격,
브랜드” 등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밀키트, 쿠킹박스, 심플리쿡,
홈쿡”등 조리를 간편하게 하는 제품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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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블록체인”등 기술분야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인터넷, 플랫폼, 정보” 등 IT산업과 연계한 “성장, 개발,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이와 관련된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의 정책
지원에 대한 언급도 많아
❙2019년 식품산업 대표 관심 주제어 연관어 분석 결과(업종·시장)❙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 [감성어 분석※] 식품산업 대표 관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긍정 감성어 발현 비중이 부정 감성어에
비해 높았으나, 푸드테크의 경우 중립어 비중이 높아

※ 감성어 분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 중 호불호
및 가치판단이 포함된 것을 추출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

- (‘기능성식품’) 제품의 긍정적 기능·효과를 반영한 감성어(도움·효과적·좋은)와 부정적
인식·효과를 반영한 감성어(부작용·나쁜·불량)가 각각 긍정어와 부정어로 주로 등장
- (‘가정간편식’) 가정간편식의 긍정적 특성과 시장 전망을 반영한 긍정어(간편한·해결한,
성장한·확대된·급증한)와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부정어(부담·부족·우려)가 주요한 감성어로
사용
- (‘푸드테크’) 중립어 비중이 45.7%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제어와 달리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가치판단 유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 긍정어로는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 “향상
되는, 개선하는, 성공적인, 성장하는”을 반영하는 단어가, 부정어로는 기술 도입의 어려움을
반영한 단어 “부족한”가 주로 사용
❙2019년 식품산업 주요 이슈 감성분석 결과(단위: %)❙
구분
업종·시장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긍정
63.6
59.4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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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신산업(5개 분야) 인력수요 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3.)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유망 신산업(5개 분야) 인력수요 전망 발표, 2019.7.3.] 유망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까지 인력수요를 전망

※ 동 조사는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2016), 지능형로봇(2017)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2018)

조사 결과
❍ 2017년 5개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 9천 명, 부족인력은 4,183명(평균 부족률 3.7%)이며,
2027년에는 총 16만 5천 명이 필요할 전망으로 이는 2017년 말 대비 5만 6천 명이 순증가

1.

차세대 반도체

❍ [사업체 현황]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참여기업은 578개사로 추정되며, 공정·장비 분야 및
10~1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38.2%)을 차지
- (인력 현황) 2017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27,297명이며, 부족 인원은 1,146명, 부족률은
3.8%
- (선호전공) 전기·전자공학(50.4%), 기계·금속공학(23.1%) 전공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
❍ [수요전망] 2027년까지 총 43,679명으로 예상(연평균 증가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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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공정·장비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7.7%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비 성능 고도화 필요 및 공정·장비 시장 확대에
기인
- (직무) 생산기술·생산,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등의 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며, 향후
1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설계·디자인 7.6%로 가장 높아
<분야별 인력 분포>

<직무별 인력 분포>

- (유망직무) 초고집적·이머징 메모리 개발 메모리 반도체 연구직, 인공지능·IoT의 기술 구현
반도체회로설계 시스템 반도체 연구직
2.

차세대 디스플레이

❍ [사업체 현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참여기업은 420개사로 추정되며, 소재·부품 분야 및
20~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36%) 차지
- (인력 현황) 2017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13,759명으로 부족 인원은 834명, 부족률은 5.5%
- (선호전공) 디스플레이 공학(34.4%), 전기·전자공학(33.3%), 기계공학(16.3%) 전공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
❍ [수요전망] 2027년까지 총 21,824명으로 예상(연평균 증가율 4.7%)
- (분야) 공정·장비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공정·장비
(5.0%)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직무) 생산기술·생산,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며, 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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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인력 분포>

<직무별 인력 분포>

- (유망직무) 투명성·폴더블·롤러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 소재 연구직, 다양한 제품·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직
3.

IoT가전

❍ [사업체 현황] IoT가전 사업에 참여기업은 406개사로 추정되며, 전기전자 분야 및 10~1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40.9%) 차지
- (인력 현황) 2017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30,634명으로 부족 인원은 880명, 부족률은
2.8%
- (선호전공) 전기·전자공학(69.0%), 기계·금속공학(14.4%), 컴퓨터·통신공학(13.8%) 전공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
❍ [수요전망] 2027년까지 총 46,744명으로 예상(연평균 증가율 4.3%)
<분야별 인력 분포>

<직무별 인력 분포>

- (분야) 전기전자 인력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평균증가율은 전기전자가 4.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이는 건강 모니터링, 음성인식 기기 등 접목 영역이 광범위해짐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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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생산기술·생산,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전망, 우리나라 기술
수준도 높아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생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유망직무) IoT전자 기기 개발직,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IoT홈보안 전문직,
IoT가전 빅데이터 분석직, IoT 융합서비스 기획직
4.

AR·VR

❍ [사업체 현황] AR·VR 사업에 참여기업은 407개사로 추정되며, SW/컨텐츠 분야 및 10~1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59.7%) 차지
- (인력 현황) 2017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4,782명으로 부족 인원은 286명, 부족률은
5.4%
- (선호전공) 컴퓨터·통신공학(74.9%), 전기·전자공학(12.8%) 전공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
❍ [수요전망] 2027년까지 총 9,017명으로 예상(연평균 증가율 6.5%)
- (분야) SW/컨텐츠 비중이 가장 크며, 응용서비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이는 게임 위주 서비스에서 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것에 기인
- (직무) 연구개발, 생산기술·생산, 설계·디자인 순으로 인력이 가장 필요할 전망이며, 특히 연구
개발의 단계 기업 비중이 높아, 다수 기업이 시장 창출·진입 前 단계일 것으로 추정
<분야별 인력 분포>

<직무별 인력 분포>

※ 사업단계 사업체 분포: 연구기획‧연구개발(39.8%) > 제품판매(23.8%) > 완성품 생산(14.4%)
- (유망직무) 가상 항공기·선박 등 체험 모션시뮬레이터와 가상환경 컨트롤러 및 감각재현
장비 연구개발직,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획자 및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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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단 신소재

❍ [사업체 현황] 첨단신소재 사업에 참여기업은 1,429개사로 추정되며, 첨단화학 분야 및 20~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48%) 차지
- (인력 현황) 2017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32,101명으로 부족 인원은 1,037명, 부족률은
3.1%
- (선호전공) 화학공학(41.6%), 금속·재료공학(22.2%), 기계공학(11.1%) 전공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
❍ [수요전망] 2027년까지 총 43,576명으로 예상(연평균 증가율 3.1%)
- (분야) 첨단화학의 인력 비중이 가장 높고, 연평균 증가율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 경량화
소재 등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직무) 생산기술·생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순으로 인력이 가장 필요할 전망이며, 장기·골 대체
소재, 경량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인력 수요 증가
전망
<분야별 인력 분포>

<직무별 인력 분포>

- (유망직무) 기존 섬유기술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용도·성능·형태적 특성을
가지는 의류, 패션섬유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하이테크섬유 연구직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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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분야 인력수요 대응을 위하여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석·
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AR·VR 등을 포함한 12개 분야를
2020년 신규과제로 추진할 계획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로봇 등 31개 업종별 석･박사
과정 운영･지정(2019년 851억 원)
-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양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 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가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이번 전망 결과를 반영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 주요 업종별로 업종단체, 대표
기업,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관련된 원활한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현재 23개 운영 중)
-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대학 정원정책, 교육과정 등에 반영되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유망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직무별 산업
기술인력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 인력 수요전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2019년 신산업 중장기 인력전망 대상(안): (신규) 바이오헬스, 친환경 선박, 드론, (재조사)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로봇 산업 등
<주요 용어>
◈ (차세대 반도체) 기존반도체를 훨씬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거나 소모전력을 크게
개선한 반도체
◈ (차세대 디스플레이) 응용기기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 해상도, 소비전력 등 성능이
개선된, 또는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 (IoT가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사용기기에 IoT 기술을 접목시켜, 즐겁고 경제적인 삶의 가치를 제공
해주는 가전제품·관련 응용 서비스 산업
◈ (AR·VR)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기반으로 가상의 현실에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 SW/콘텐츠, 응용서비스 산업
◈ (첨단 신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기초 물질을 활용하여 소재별 융·복합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산업
◈ (부족인원)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고객주문대응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2018년 6월 말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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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미래 유망 신산업 5개 분야별·직무별 인력수요 전망❙

※ 각 수치는 반올림 되어 나타내었으므로 총계와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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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 : 통계청(2019.7.1.)

개요
❍ [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2019.7.1.]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 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통계청은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7.1.~7.,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
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

※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작성

주요 내용
<인구와 가구>
❍ [2019년 여성인구] 2,579만 6천 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하며,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남성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아
- (연령대별) 20대가 113.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109.2명)
❍ [2019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비율] 31.2%※로 2000년 대비 12.7%p 상승

※ 여성 가구주 비율(%): (2000) 18.5 → (2009) 25.3 → (2019) 31.2

❍ [2019년 가구주가 미혼 여성인 가구] 148만 7천 가구※로 2000년 대비 2.6배 증가

※ 미혼 여성 가구주(가구): (2000) 57만 5천 → (2009) 101만 9천 → (2019) 148만 7천

❍ [2019년 여성 1인 가구] 291만 4천 가구※로 2000년 대비 2.2배 증가

※ 여성 1인 가구(가구): (2000) 130만 4천 → (2010) 221만 8천 → (2019) 291만 4천

<가족>
❍ [2018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 비율] 43.5%※로 남성(52.8%)보다 낮고, 2년 전(47.6%)
대비 4.1%p, 10년 전(61.6%) 대비 18.1%p 하락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 응답 비율(%): (1998) 67.9 → (2008) 61.6 → (2018) 43.5

❍ [2018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 비율] 28.6%※로 남성(37.9%)보다 낮고, 2년 전
(34.2%) 대비 5.6%p, 10년 전(53.7%) 대비 25.1%p 하락

※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 응답 비율(%): (1998) 57.0 → (2008) 53.7 → (201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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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가족관계 만족도] 자기 부모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고, 자녀 및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전반적인
가족관계
54.4
59.0

구분
여성
남성

배우자와의
관계
63.0
75.9

자기 부모와의
관계
66.6
67.2

자녀와의
관계
75.6
75.5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8,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매우+약간)’ 비율

(단위: %)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56.8
54.6

<건강>
❍ [2017년 출생한 여성의 기대수명] 85.7년으로 남성(79.7년)보다 6.0년 더 길며, 여성과 남성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전년 대비 0.1년 감소
구분
2016
2017

자료: 통계청,「생명표」2017

전체
82.4
82.7

여성
85.4
85.7

남성
79.3
79.7

(단위: 년)
차이(여-남)
6.1
6.0

❍ [2018년 여성 흡연율] 3.5%※, [음주 경험율※※] 53.4%※※※로 2년 전보다 증가

※ 여성의 현재 흡연율(%): (2016) 3.1 → (2018) 3.5
※※ 음주 경험율: 지난 1년간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
※※※ 여성의 음주 경험율(%): (2016) 52.3 → (2018) 53.4

❍ 여성은 전반적인 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체감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체감은 남성이 더 높아
❍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45.6%로 남성(52.0%)의 비율보다 낮아
(단위: %)
1)

구분
여성
남성

전반적인 생활
55.6
53.1

스트레스 체감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46.6
69.7
34.9
73.3

학교생활
56.1
43.9

건강평가2)
45.6
52.0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8
주: 1)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을 더한 비율, 2)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를 더한 비율
<경제활동>
❍ [2018년 여성 고용률] 50.9%로 전년 대비 0.1%p, 10년 전 대비 2.0%p 상승하였고, 남녀 고용률※
차이는 19.9%로 전년 대비 0.5%p, 10년 전 대비 2.4%p 감소

※ 여성 고용률(%): (2000) 47.0 → (2008) 48.9 → (2017) 50.8 → (2018) 50.9
남성 고용률(%): (2000) 70.8 → (2008) 71.2 → (2017) 71.2 → (2018)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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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77.4%로 남성(73.0%)보다 4.4%p 높으나,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7.4%)이 남성(54.3%)보다 6.9%p 낮아
❍ [2018년 여성 월평균 임금] 24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 10년 전 대비 45.7% 상승, 남성
임금(356만 2천 원)의 68.8%※※수준

※ 여성 월평균 임금(천 원): (1998) 804 → (2008) 1,681 → (2017) 2,298 → (2018) 2,449
※※ 여성 임금의 남성 대비 비율(%): (1998) 63.1 → (2008) 66.5 → (2017) 67.2 → (2018) 68.8
<성별 고용률 추이>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사회적 지위>
❍ [2018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73.8%로 남학생(65.9%)보다 7.9%p 높아
❍ [여성 교장 비율] 각각 44.8%(초등학교), 26.9%(중학교), 10.9%(고등학교)
(단위: %)
구분
2008
2018

초등학교
11.3
44.8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여성 교장 비율

중학교
14.4
26.9

고등학교
5.8
10.9

❍ [2018년 여성 관리자 비율] 20.6%로 10년 전(12.5%p) 대비 8.1%p 상승
❍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2018년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여성 법조인은
28.7%로 전년(26.1%) 대비 2.6%p 증가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
<국회의원 여성 비율>

<지방의회의원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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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투표율(61.2%)이 남성(59.9%)보다 높았으며, 50대 이하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높고, 60대 이상은 남성 투표율이 높아
구분
여성
남성

19세
56.0
52.4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54.0
56.6
56.5
58.6
52.0
45.9
49.7
52.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2018

40대
60.0
57.2

50대
63.5
63.0

60대
71.4
73.7

70대
70.5
79.6

(단위: %)
80세 이상
43.6
65.7

❍ 2018년 학부모 중 어머니의 학교 운영 참여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58.6%로 중학생
자녀의 경우(36.2%),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23.7%)보다 높았으며, 초, 중, 고 모두에서 어머니의
참여도가 아버지의 참여도보다 2배 이상 높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생 자녀
58.6
26.1

중학생 자녀
36.2
14.7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8, ‘참여함(활발히 참여 + 어느 정도 참여)’ 비율

고등학생 자녀
23.7
9.9

❍ 사회단체 중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유형은 동창회·향우회(30.1%), 종교단체(18.1%), 동호회
(13.6%)이며, 남성의 경우 동창회·향우회(41.8%), 동호회(21.4%), 종교단체(10.8%) 순
구분
여성
남성

동창회·향우회
30.1
41.8

종교단체
18.1
10.8

동호회
13.6
21.4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6.2
6.3
6.2
5.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8, 각 단체에 ‘활동함’(적극적+가끔) 비율

(단위: %)
시민단체
1.1
1.0

<안전>
❍ [2018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 여성은 35.4%가 불안하다고 느낌, 개별 부문에서도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끼며, 특히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12.5%p)가 가장 커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반적인 국가
사회안전 안보
35.4
35.1
27.0

31.5

자연 건축물 및 교통
재해 시설물 사고
41.6
36.0
49.8

화재

먹거리

33.6

33.5

28.5

29.5

45.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18,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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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식량
안보
19.6

정보
보안
43.6

신종
질병
45.7

범죄
발생
57.0

27.7

17.3

41.3

39.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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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 여성(29,272명)이 남성(1,778명)보다 약 16배 많으나,
다른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많으며,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여성 범죄자는 ‘사기’가 48,496명으로
가장 많고, 남성은 ‘폭행’이 188,026명으로 가장 많아
<성별 피해자 현황(2017년)>

<성별 범죄자 현황(2017년)>

❍ [2018년 1366(여성긴급전화)을 이용한 상담 건수] 총 352,269건으로, 상담 내용 중 ‘가정폭력
(189,057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폭력(27,683건)’이며 전년(2017년) 대비 ‘데이트폭력
(60.3%)’, ‘성폭력(28.9%)’ 상담건수 증가율이 높아
(단위: 건, %)

구분

계

2017
2018
증가율

289,032
352,269
21.9

가정폭력
180,326
189,057
4.8

성폭력
21,470
27,683
28.9

성매매
3,405
3,890
14.2

데이트폭력1)
8,291
13,289
60.3

기타1)2)
75,540
118,350
56.7

자료: 여성가족부
주: 1) 2018년부터 분류 방식 변경으로 ‘데이트폭력’이 추가되었고,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상담,
법률 항목이 ‘기타’에 포함됨, 2) 종교갈등, 보건상담(치매 등), 이성교제, 미혼모, 취업직업훈련 등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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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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