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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8,590원 의결
•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54개 신규 인증
•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일본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 제기
•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 한-메르코수르 4개국 간 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
• 한국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규모 가공창업농 맞춤형 교육 추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농축산물 계약생산 현황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2020년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 전망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
언론 동향 ❙ 일본 수출규제 주요 동향

▮통계·조사
•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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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개최
자료 : 청와대·관계부처 합동(2019.7.9.)

개요
❍ [정부※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 개최, 2019.7.9.] 20197.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7개부처
※※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점검하고, 향후중점추진과제를논의하기위한것으로서, 2018년11월, 2019년1월에
이은세번째범정부공정경제전략회의

- (주요 논의내용) △공정경제 2년 성과 평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의 추진, △공정
경제 향후 추진계획
<공정경제>
• (공정경제)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
•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 계획
❍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 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
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 중

❍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

※ 이에 따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51.6%) 달성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非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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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乙 문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증가※

※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 ➜ 하도급: (2017) 86.9% →
(2018) 94 / 가맹: (2017) 73.4% → (2018) 86.1 / 유통: (2017) 84.1% → (2018) 94.2
- (재벌개혁 분야)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2018.7월)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

※ 기업들은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해소하여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순환출자 고리수:
공시대상집단: (2017) 282개→(2019) 12 / 상호출자제한집단: (2017) 93개→(2019) 5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2018.12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도 조성※※

※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등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
※※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 (2016) 270개 → (2018) 396
(* 성과공유제: 수탁･위탁 기업 간 원가절감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공유하는 제도)
❍ 그러나,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
-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그 대상
-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분야로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공공기관부터 공정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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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 관행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

※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811조 원, 공공기관 ALIO 공시)는 전 산업 자산
총계(4,850조 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비 16.7%에 달함.

❍ 공공기관은 공공사업(토목·주택)의 발주자로서, 공공서비스(전기·수도)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공항·항만)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들과 공공
계약에 따라 거래
❙공공기관의 주요 거래관계❙

❍ 한편,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공정･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계약
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개선

-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
<협력업체·임차인의 주요 애로사항(공정거래위원회 접수 또는 언론 보도 사례)>
◈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
◈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 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
◈ 상업 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 강요

❍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

※ 공공기관의 시장 내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은 민간의 기준이 됨.

♣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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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

※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배포
-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

※ 가령,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A기관은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반면, B기관은임대료관련분쟁소지를차단할필요
❍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항만공사, 공영홈쇼핑 ➜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개선방안 발표

❍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자율적인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필요 시, 계약예규를 정비
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

※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2019.12월),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그 대상도 확대(2019.8월)
♣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

❍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
-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
◈ (예시)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예정 (LH)

-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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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개선될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 (예시 2) 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적용할 예정 (공영홈쇼핑)

❍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
-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할 필요
◈ (예시) 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예: 평균가격 적용) 개선될 예정 (한국수자원공사)

-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가 제한
◈ (예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공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
◈ (예시)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나,
이제는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 (한국전력공사)

❍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도 억제
-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
◈ (예시) 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토록
할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협력업체(乙)의 하도급업체(丙)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방지
◈ (예시)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부산항만공사)

-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청구도록 할 필요
◈ (예시)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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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
-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
❍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
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참고: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 발표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 인원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산정하고,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의
설치·운영비용을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맞춤형으로 지원, ‣ 토목설계용역 발주 시 제경비·기술료 적용
비율을 상향, ‣ 임대료 산정 기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조치도
실시한다고 발표
◈ (한국가스공사) 사업자가 배관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고 발표
◈ (인천공항공사)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증감률과 연동하여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으며,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사업자에게 계약
탈퇴를 허용하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
◈ (공영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완전 정률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첫 거래 기업 판매방송 편성을 최소 3회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2019.7.9.) 주재 문재인 대통령 주요 언급 내용>
◈ 공공기관의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바,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
◈ 맞춤형 개선방안을 통해 제시된 모범거래 모델이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을 당부
◈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순환출자의 획기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
◈ 문 대통령은 사례발표에 대해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다”라며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등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틀 내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
◈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 6 -

⎗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8,590원 의결
자료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2019.7.12.)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2019.7.12.]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

- (의결 내용)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사용자안(8,590원) 15표, 근로자안(8,880원)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
- (향후 절차) 2020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2019.8.5일 2020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국
137만~415만 명으로 추정

※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
※※ (勞)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使)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자료 : 국토교통부(2019.7.8.)

개요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2019.7.8.]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2019.7.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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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최근 큰 폭으로 확대※ 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

※ Markets & Markets (2019): (2018년) 3,080억 달러 → (2023년) 6,172억 달러, 연평균 18.4%↑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비전

◈ 글로벌 시장의 First Mover, K-스마트시티

목표

1.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2.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 구축 및 확산

추진 전략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Team Korea)

추진 과제
① PIS 펀드 5천억 원 내외를 스마트시티에 투자
② PIS 펀드의 스마트시티 지원가능성 제고
③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 신설
④ 무보 특별계정 신설
⑤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활성화
①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②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③ 국가별 통합정보 DB 구축
④ 스마트시티 초청연수 확대 ⑤ 주요 대상국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거점 설치
⑥ WB, IDB 등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① Inbound 마케팅 지원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신규 개최
② Outbound 마케팅 지원 – 컨소시엄 구성 및 로드쇼 개최
③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한 동반진출 기반 구축
④ 대상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마련
① Team Korea 스마트시티 수주 지원 강화 ② 범정부 스마트시티 수주지원체계 구축
③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KSP 전용트랙 도입
④ 주요국과 스마트시티 G2G 협력 강화
⑤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 임명

주요 내용
❍ [금융 지원] PIS 펀드 5천억 원 투자, 동반진출 금융우대, 무보 특별계정, 경협증진자금 활용
강화 등을 통해 진출기업 신용보증 및 민간투자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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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축] 한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통합정보 DB 구축,
글로벌 협력거점 설치 등을 통해 수주 프로젝트 발굴
❍ [대중소 동반진출] 월드 엑스포 출범, 컨소시엄 구성지원, 로드쇼 개최, 얼라이언스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동반진출 시너지 창출 및 수주경쟁력 제고
❍ [전방위 수주지원] ‘Team Korea’ 수주지원,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KSP 전용트랙, G2G협력
강화 및 민간 대외협력관 등을 통해 수주기반 확립
❍ [향후 계획]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안)] 도시건설·ICT 솔루션·법제도 등이 패키지형으로 결합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7대 핵심 서비스(안)❙
스마트 에너지

• 연료전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 태양광·폐기물 등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

스마트 행정

• 시민소통채널, 리빙랩, 사회공헌 플랫폼, M-Voting, 디지털 트윈 도입
•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가능한 점을 강조

스마트 안전

• 스마트 응급 호출, 대피 유도 시스템, 지능형 CCTV 등 안전한 도시 기능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포함

스마트 교통

• 공유모빌리티, 자율주행, 스마트 공공교통 등을 통합 패키지화하여 반영
• 드론·로봇 택배, 모바일 추적 등 스마트 물류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 AI 스마트 문진, 개인 건강정보 축적, 병원 간편예약 서비스 등 기능
• 원격의료 시스템 포함

스마트 에코

• Smart Water Management, 하수 재이용 등이 적용된 모델 구축
•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반영

스마트 데이터

• 슈퍼컴퓨터, 5G, 공공Wifi 등 우수한 통신 기술을 적극 반영한 모델 구축
• 블록체인 기반의 도시 보안시스템 마련·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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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7.8.)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 2019.7.8.]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생산성의 미래와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진행

※ 한국총요소생산성(연평균, %, OECD): (1991-2000) 3.5 →(2001-2010) 3.1 →(2011-2017) 1.1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탈산업화 이후 중장기 성장 경로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AI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산업을 결합하는 뉴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적자원 중심 투자, 규제 완화, R&D 관리체계 정비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을 발제하며, 성장의
핵심 고리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단순한 개인적 소양이 아닌 경제 제도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적 이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 지적재산권, 진입‧경쟁제한 정책 등 주요 제도를 성장 친화형으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토론) 발제에 이어 산업,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
경제 생산성의 미래에 대해 토론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자료 : 행정안전부(2019.7.8.)

❍ [행정안전부, 폭염대책 추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2019.7.8.]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따라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긴급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하여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 ‘맞춤형 무더위 쉼터’: 2018년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주요 내용)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전국 774개소로 확대하며,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 주민센터, 강당 등의 장소에 텐트 등 잠자리를 설치하고 손 마사지 등 다양한 연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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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54개 신규 인증
자료 : 고용노동부(2019.7.9.)

❍ [고용노동부,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2019.7.9.] 올해로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었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의결

※ 2019년에 170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2018년)의 같은 기간(125개소)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
※※ 보호 종료 아동: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2018년 기준 2,606명)

- (주요 내용) 이번에 인증받은 곳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정서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
지원 등을 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곳이 다수
❙2019년 제3차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기업명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
-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어 제작하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지역 청소년센터
앨리롤하우스 주식회사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와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제과제빵 교육을 제공(2019년 4월
(대구 중구 소재)
기준 총 479명)
-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직접 고용(2019년 4월 기준 총 3명, 누적 9명)하는 등 소외된
청소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주식회사 쏘잉앤맘
(경기 남양주 소재)

• ‘애착인형※ 만들기’를 통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정서안정 도모
※ 애착인형: 아이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인형으로, 아동의 불안해소와 정서안정에 도움
-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애착 인형 만들기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꾸준히 인형을 전달
- 특별히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애착 인형(호야토토)을 제작하고 경찰서와 상담센터 등에
비치해 아동들의 불안을 해소

주식회사 고래실※
(충북 옥천군 소재)

• 충북 옥천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해 농촌잡지 발행,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마을 여행, 출판 디자인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
- ‘고향길 여행’, ‘대청호 생태 여행’ 등 옥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 여행을 운영하고,
정기 간행물인 ‘월간 옥이네’를 발행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
- 마을 카페 ‘둠벙’을 운영하면서 문화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 고래실: ‘바닥이 깊고 물이 많아 기름진 논’이라는 우리 고유어

• 고령자의 문화생활을 위한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
- 고령자를 주관객층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55세 이상 2천 원, 학생 5천 원, 일반 7천 원 등)에
㈜낭만극장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고, 지역의 원로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다양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서울시와 협업해 낙원악기상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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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음식점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자료 : 기획재정부(2019.7.9.)

❍ [기획재정부·관세청, 음식점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2019.7.9.]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2019.7.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

※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
하는 것은 금지

- (추진 배경)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
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
- (기대 효과)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현행>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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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자료 : 통일부(2019.7.11.)

❍ [통일부,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2019.7.11.] 통일부는 2019년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2019.7.11.)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

※ 중앙-지방 간 상시 소통을 통해 교류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7.9월 광역시도 실･국장을 위원(위원장 통일부 차관)으로
구성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

- (주요 내용) 민간·지자체 차원의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을 기조로 하는 만큼,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현재 남북교류가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 차분하고 내실 있게 교류 재개를 준비하되,
재개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
- (향후 계획)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무형의 지원 대책을 강화
하고,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및 실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방안과 함께 정부- 지자체 간
소통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자료 : 외교부(2019.7.11.)

❍ [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2019.7.1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 방문 계기
2019.7.11일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2019.6.30일 남북미/북미 정상 간 역사적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대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된
점을 포함,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공유
- (주요 내용)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하고, 실무협상이 한미의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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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 제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10.)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 제기, 2019.7.10] 정부(산업통상자원부제네바대표부)는 2019.7.8~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계기, 일본이
2019.7.1일 발표※ 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

※ 2019.7.1일 일본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동 조치는 2019.7.4일부터 시행 중)

주요 내용
❍ 정부는 2019.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
❍ 정부는 일본 측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 일본이 G20 정상회의(2019.6.28.~29.)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
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

※ G20 정상들은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 발표(2019.6.29일)
- 아울러, 일본 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
❍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
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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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7.12.)

❍ [기획재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7.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 동 회의는 그간 녹실회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오던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대응하기 위해 운영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1차관, 경제수석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11.)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2019.7.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금번 협상에서 2019.11월 타결 선언을 목표로 협상 범위, 협상 일정
등을 포함한 협상 세칙(ToR)을 확정하고, 상품 추가 시장개방을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

※ 금번협상은2019년3월한-말레이시아정상회담계기양국정상이한-말레이시아FTA 추진에
합의한이후, 지난2019.6.27일양국통상장관간FT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한데따른것
※※ (한국 측) 김영만 FTA 상품과장, (말레이시아 측) Sumathi Balakrishnan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

- (주요 목적) 양측은 동 협상이 한-아세안 FTA를 넘어서는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 (기대 효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서, 동 협정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교역 다변화 기반 확보를 비롯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더욱 공고화

※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2018년 교역액): ① 베트남(683억 달러) ②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③ 싱가폴(198억 달러) ④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⑤ 필리핀(156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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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4개국 간 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9.)

❍ [산업통상자원부, 한-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TA) 제3차
협상※ ※ 개최, 2019.7.8.~12.,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원산지, SPS,
TBT, 정부조달 등 全 분야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품목별 원산지·통관 챕터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며, 특히 우리 기업의 對메르코수르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화하여, 향후 남미 시장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한국측) 김기준산업통상자원부FTA교섭관을수석대표로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측)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정부대표단이참석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은지난2018.5.25일 서울에서개시되었고, 우리나라와 메르코
수르 4개국은 지난 4월까지 2차례 공식협상(2018.9월 1차 협상, 우루과이 / 2019.4월 2차 협상,
서울)을 개최한바있으며, 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고려하여우리나라와메르코수르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옴.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인구 2.9억 명, GDP 2.7조 달러)으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 진행

❙한-MERCOSUR 교역(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총교역액

2010
8,952
(51.1)
5,543
(24.1)
3,409
14,495

2011
2012
13,319 11,603
(48.8) (△12.9)
7,518
7,717
(35.6)
(2.6)
5,801
3,886
20,837 19,320

2013
2014
2015
2016
11,352 10,155
6,960
5,477
(△2.2) (△10.5) (△31.5) (△21.3)
6,964
5,554
4,861
4,462
(△9.8) (△20.2) (△12.5) (△8.2)
4,388
4,601
2,099
1,015
18,316 15,709 11,821
9,939

2017
2018
6,603
5,693
(20.6) (△13.7)
4,522
4,492
(1.3) (△0.6)
2,081
1,201
11,125 10,185

❙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기준: 2018 /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 달러)
반도체
1,146
자동차부품
730
무선통신기기
352
자동차
3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80
5대품목 합
2,811
전체
5,693

비중
20.1%
12.8%
6.1%
5.3%
4.9%
4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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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
식물성물질
철광
곡실류
제지원료
기호식품
5대품목 합
전체

금액(백만 달러)
비중
1,080
24%
952
21.1%
424
9.4%
258
5.7%
215
4.7%
2,929
64.9%
4,492
100.0%

⎗ 정책동향

한국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8.)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협상 개시, 2019.9.8.] 2019.7.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2019년 9월 중 개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 태평양동맹: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엽합(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5% 차지)으로, 2017년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였으며,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
동맹과의양자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의미하며, 준회원국확대를위해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4개국과2017년부터준회원국가입협상을추진해옴.

주요 의미
1.

중남미 시장으로 적극적 수출 다변화 발판 마련

❍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2019년 9월 중 협상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하기로
금번에 합의
❍ 태평양동맹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2.04조 달러, 인구 2.3억 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
❍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 개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북미-중미-남미로 이어지는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network)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2.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

❍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지 않아, 우리기업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우리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기대

※ 페루(2011.8월, 발효기준), 칠레(2004.4월), 콜롬비아(2016.7월)와 자유무역협정 기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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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을 한층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3.

기존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의 선진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을 통해 그간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추세에 맞춰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3개국과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
-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각종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환경 등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적극 수용해 온 국가들로서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like minded countries)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한국의 공조 강화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대표적
개방형 통상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지향하는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

※ 칠레는 전세계 64개국, 전세계국내총생산(GDP)의 86.3%와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연결망 1위국 / 멕시코, 페루도 5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 장관회의 참석
❍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 (옵서버
국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을 통한 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들 간 협력 방안을 논의

※ 태평양동맹 옵서버: 57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등)

- 무역과 통관절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물류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태평양동맹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및 제도 측면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
- 또한, 멕시코와의 양자회담에서는 태평양동맹 협상과 함께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향후 계획]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 전략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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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7.9.)

❍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2019.7.6.~8.※※, 인천 송도] 첫 공식 GCF 재원보충,
효율적 의사결정방식,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응 사업 지원 등 주요 안건을 논의

※ GCF 개요: UN기후변화협약 재정기구로서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한국이 2012년 GCF 본부 유치(송도)
※※ 7.4.～5.: 비공식 이사회, 개도국 그룹 회의 / 7.6.～8.: 공식 이사회

- (재원보충) 2019년부터 GCF 첫 재원보충 논의가 개시된 바, 재원보충 기간, 공여정책, 재원
보충을 통한 GCF의 향후 전략적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제1차 재원보충 기간은 4년
(2020.1.1.~2023.12.31.)으로 결정
- (의사결정방식)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투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하면서 GCF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GCF 거버넌스 개선 및 재원보충 확대도
동력을 받을 전망

※ 만장일치제가 원칙이며,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투표제 시행
- (사업 심의)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도국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은 총 10개로
GCF의 지원 규모는 약 2.67억 달러(협조금융(co-financing) 통한 총 지원 약 14.5억 달러), 이로써
GCF는 총 111개의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을 승인하여 약 52억 달러(협조금융 통한 총 지원규모
약 190억 달러)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무국은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약 3억
1천만 명이 수혜를 받고, 온실가스(CO2, 이산화탄소)는 1.5Gt(기가 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 입장) GCF 이사진이자 예산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으로서 재원보충·
의사결정방식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예산안 검토 등 GCF 논의 진전에 기여
- (향후 계획) 이사회 계기 GCF 사업발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관·기업의 GCF 후보사업을
점검하고 GCF 사업부서와 면담 및 개도국 관계자와 연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GCF 발전과
한국의 GCF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향후 일정) 다음 이사회인 제24차 GCF 이사회는 2019.11.12일~1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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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자료 : 행정안전부(2019.7.11.)

❍ [행정안전부, 2019년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19.7.11.] 최근 평년 대비 누적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강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 (현황※) 최근 6개월(2019.1.2.~7.1.)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472㎜)의 72.7%(354㎜)로 남부(444.1㎜,
평년의 86%) 지역에 비해 중부(230.9㎜, 55%)지역의 누적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

※ (강수량, 7.1일 기준) 전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1,119.9㎜)은 평년의 85.9%
(저수율, 7.1일 기준)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년 대비 113%, 다목적댐 136.4%, 용수댐 121.1%
- (전망) 다만, 향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2019년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향상을 위한 중간물떼기※ 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않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

※ 논바닥에 실금이 갈 정도로 물을 말리는 시기로 모내기 후 30～35일 후 실시되며 벼의 뿌리
활성 촉진, 유해물질 제거 등 작물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는 도복(倒伏)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 (지원)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

※ 인천 옹진군 및 전남 진도군의 25개 도서, 충북 충주 1개 마을 1,737세대
- (물부족 대비)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와 영농 퇴수 재이용 등 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저수지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추진,
△댐의 용수공급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필요 시 인근 연계공급체계 가동과 먹는 물의 수질 안전도
지속 관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 간단관개(間斷灌漑): 급수를 계속하지 않고 일정 시간 급수한 후 정지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방법
- (정부) 영농기가 끝나는 2019.10월까지 강수 상황,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올해(2019년)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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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자료 : 농촌진흥청(2019.7.11.)

개요
❍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7.9.~] 2019.7.9일부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년, 2015년) 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

주요 내용
❍ 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설향’을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선
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
-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 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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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2018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
-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
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하여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 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
계획을 수립·실행
-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
-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하여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
❍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
❍ [기대 효과]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정부 혁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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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새롭게 달라지는 지역농업 R&D 체계❙
구분

<현행>

<개선>

국가-지역
농업 R&D
연계 강화

• 국가-지역농업 R&D의 연속성과
일관성 부족
• 국가-지역 계획의 심의·조정·평가
기능 부족

⇨

• 종합계획(국가), 발전계획(지역) 수립으로 국가
-지역 간 농업 R&D의 체계적 연계강화
•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평가의
법적 지위 확보

⇨

• 국가와 지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및 책무 명시(R&D투자, 연구환경조성, 전문
교육, 연수사업 등 지원)
•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력 연구 및 지원근거 마련

지자체 주도의
성장기반 조성

• 소규모, 분절적 기술·재원지원으로
지역주도 역량 발휘 한계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화
취약
• 개발기술(실용화 → 보급체계)의
연속성 결여

⇨

• 기술이전, 사업화 및 수출 등 실용화 촉진사업
지원 확대 (지원범위를 생산 → 유통 → 수출
까지 확대)
• 실용화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업무
위탁, 보급 활성화 촉진

정책수단 확보

• 중앙-지방 농업R&D 조정의 정책
수단 부재

⇨

• 지역특화작목위원회(국가), 지역특화작목발전
협회(민간-지역 단위)운영을 통한 정책조정·
심의·조사기능 확보

소규모 가공창업농 맞춤형 교육 추진
자료 : 농촌진흥청(2019.7.8.)

❍ [농촌진흥청, 농산물 가공창업자 대상 역량강화 공동연수, 2019.7.8.] 2019년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창업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2019.7.9.)을 진행

※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중앙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함. 특히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소득향상에 기여
※ 2018년 사업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 27.8%: (2017) 4천 960만 원 → (2018) 6천
3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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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소비자들의 농식품 위생안전 요구에 맞춘 식품가공과 상품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 특히 2020년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과 중요성을 강조, △창업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회계, 유통판로, 위생‧
품질,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현장상담) 진행,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발전방안을 모색
◈ 2020년부터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총 16개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 1억 미만, 종업원수 5인
이하 사업장도 2020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
[2006년부터 적용 - 7품목]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2020년부터 추가 적용 – 8품목]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
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으로 산림복원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 : 산림청(2019.7.9.)

❍ [산림청,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 2019.7.9.]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2019.7.9일부터 본격 추진
- (추진 배경)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이에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수행이 가능
- (주요 개정안 내용)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
수단을 확보,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
- (향후 계획)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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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7.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7.8.]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19.7.8일 행정예고
- (식품안전 관리 강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
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
◈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

-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 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
으로 적용※할 예정
※ 해외기준(mg/kg 이하): CODEX(0.4), EU(0.02), 미국(1), 호주(0.2), 일본(기준 없음.)
◈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 이하)을 신설
◈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

※ (현행)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 → 캔디류 0.2 mg/kg 이하
◈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

※ (예시) 유고형분이 90%인 유청제품(유가공품 중 유청은 유고형분 95% 이상이어야 함.)
◈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

-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

- (규제개선)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
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

- 25 -

⎗ 정책동향

◈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

※ (현행)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캔디류 등 일부 식품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를 금지하고 있음.
◈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하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 확대※

※ (현행) 감마선, 전자선 → (개정)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

※ (수산물 5종) 이색장어, Brown crab(은행게류), Common edible cockle(꼬막류), European hake
(민대구류) 및 European squid(오징어류)
◈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7.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첫 발간, 2019.7.10.] ‘식품안전나라’
에서 개방하고 있는 회수정보, 식품영양성분DB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배포
- (주요 목적) 정부의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모바일앱 또는 웹서비스
등을 정리한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데이터활용서비스 안내, △공공데이터(Open-API) 이용현황,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 △식품안전정보 우수 활용 사례 등
- (기대 효과)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먹거리 정보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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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8.)

개요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2019.7.8.]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019.7.4일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방역 상
보완사항 등을 논의

※ (참석) 농식품부(차관 주재),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5) 등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
❍ 2019년 하반기에도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현장의 방역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제고
1.

국내방역

❍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2019.8.10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
-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
-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ASF 발생 여부를 확인
❍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 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
-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 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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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양돈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월 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양돈조합 회원(28백여 명)과
한돈협회 회원(4천여 명)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방문교육, 월례교육 등 실시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7월 중순경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
-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
2.

국경검역

❍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
-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 그동안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대한 검역·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경
검역 취약요소도 관리를 강화

관계부처 등 주요의견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자가급여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
❍ [국토교통부] 국적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안내를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관세청] 발생국발 항공기 일제검사 등을 강화하여 과거에 비해 검사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불법 축산물을 발견하는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감시
단속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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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국방부와 함께 2019.6.25일부터 6.28일까지 DMZ 내 야생멧돼지 감시 체계와
군부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북한의 야생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부대 남은 음식물 관리도 부대 내
잔반처리기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일반 업소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돈 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
- 또한, 지자체의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
우므로 방역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
❍ [당부 사항 및 향후 계획] 2019년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농식품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

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 민·관 합동 관리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10.)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 민·관 합동 관리 강화, 2019.7.1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
- (주요 내용) △대한한돈협회…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생국 방문 자제 요청 및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
◈ (대한한돈협회)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 운영)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정보를 수집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 한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결혼 등)를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등 발생 국가의 방문을 자제토록
지속적인 홍보 병행
※ 양돈농장주 및 동거 가족, 양돈 관련 종사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추진내용)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점검반) 농림축산
검역본부·가축질병방역센터(10개소), (점검방법)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 국경검역시스템 양돈관계자 해외 출입국사실 확인
※※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여부 지도·점검

- 29 -

⎗ 정책동향

2019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9.)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9.7.9.] 2019.7.9일 조류인플루
엔자 예찰, 역학과 통제전략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하여 「2019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 (참석) 국내･외 저명한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청되었고, 질병관리본부 및
유관기관과 학계 등에서 170여 명이 참석

- (주요 내용) 전문가들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예찰, 역학정보 및 통제전략을 주제로 최신 현황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론,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수의역학전문가 초빙,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역학 및 통제 사례와 최신 연구결과 공유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국가 간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계기 마련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5.)

❍ [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 강화, 2019.7.5.] 최근 필리핀 정부가 독
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중단(2019.7.1.)함에 따라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

※ 폴란드는 2014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한국은 2014년부터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수입 금지하였음.

- (향후 조치)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 내 보관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 즉시 중지,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 여부 전량 확인, △앞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강화,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매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 △확인과정에서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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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등
이슈 브리프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경제주평, 19-24, 2019.7.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강 리스크 등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6가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이슈 제목

선정 배경

1. 험난한 한국 경제 회복

• 지속되는 저성장, 하강하는 제조업 경기, 높은 규제 장벽,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 등 난제가 산적한 한국 경제의 현실

2.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 최근 국내 경기 둔화 및 저물가 지속,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3. 투자, 어려움속 희망요인 존재

• 기업·정부·토목 부문의 투자 희망요인이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4. 중년층 고용 부진, 소비 제약할까?

• 소비지출이 높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내수경기 악화 우려

5.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 최근 악화된 수출 경기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요인 점검

6. 휴전(Precarious Truce)에 돌입한 •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미-중 무역 전쟁
전까지 재발 가능성이 큼.

<1. 험난한 한국 경제 회복>
❍ 국내 한국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
- 경제 성장률은 하강 추세이며,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됨. 또한,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

- 31 -

⎗ 아젠다 발굴

- 경쟁 촉진을 제한하는 규제 및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 등의 기업 활동 제약 요인이
존재
-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이 안전판 역할 위축이 우려
<2.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 2019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 지속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1월 1.75%로 상향 조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으며, M2※ 증가율도
기준금리 인상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으로 안정세

※ 총통화 M2는 M1에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까지를
포함시킨 개념, 즉 이들 예금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인출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음. 보통 M1을 통화, M2를 총통화라고 함. 우리나라에서는
M2를 중심지표로 삼아 매년 그 증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적정한 수준의 통화
공급을 기해 왔으나, 금융환경변화로 M2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 및 노동시장 부진 등으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증가
-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향 및 선행지수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수출
경기 측면에도 불확실성이 확대
- 세계 주요국 경기의 미흡한 개선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열어
둠에 따라 한국은행의 운신 폭도 확대
<3. 투자, 어려움 속 희망요인 존재>
❍ 최근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업투자, 정부투자, 토목투자 분야에서의 3가지
희망요인이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동향) 최근 설비 및 건설 부문 투자 부진 지속으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심화
- (희망요인 1)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 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희망요인 2) 정부는 3대 주력산업 선정※ 과 더불어 하반기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방안※ ※ 을 발표해 하반기 투자 심리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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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9년 4월 혁신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계획 중이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 등
계획을 발표
※※ 2019년 7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이를 통한 하반기 투자 증대 기대
- (희망요인 3)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등 요인이 존재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
<4. 중년층 고용 부진, 소비 제약할까?>
❍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
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
- 30~4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감소하고, 50대에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제 허리인 중년층 고용이 악화
-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진 등으로 중년층 고용 부진이 지속
-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30~50대 자영업자 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중년층 비임금근로자
고용이 위축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40대 전후 연령대의 고용 부진이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내수
경기가 악화될 우려 확대
<5.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 세계 경기둔화 지속, 통상 갈등 등 한국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으로 인한 반사 이익과 같은 일부 개선 여지도 존재
- 2019년 상반기 한국 수출은 반도체 시장 부진 및 주요국 경기 둔화로 8.5% 감소
-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향후 주요국의 경제전망 또한 밝지 않아, 하반기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경기
리스크 상존
- 그러나,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는 등의 상방 요인도
존재하여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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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전(Precarious Truce)에 돌입한 미-중 무역 전쟁>
❍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갈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분쟁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지난 2019년 5월 11차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양국이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문으로도 대립 국면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갈등 수준이 확대
- 그러나,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철회,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등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미-중 간 대립 국면이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
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 재발 및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
<시사점>
❍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세 국면을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랑을 집중
❍ 국내 경기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
❍ 규제개혁의 가속화 및 중장기적인 투자전략 마련을 통해서 국내 투자 활력을 제고
❍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되, 중년층 실업자들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 하반기 수출 경기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효과 극대화 노력 및 보호부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더불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이
요구
❍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분쟁 재발 가능성 및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하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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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축산물 계약생산 현황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Marketing and Production Contracts
Are Widely Used in U.S. Agriculture”(2019.7.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축산물 계약생산 현황
❍ 계약생산은 미국 농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생산 방식임. 2017년 기준 축산물 49%, 농산물
생산량 21%가 계약생산이었음. 최근에는 농가에서 직접 위험 관리를 하면서 농산물 부분 계약
생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계약생산 시 농가에서는 수입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재고관리도 용이해짐.
또한, 고품질 및 특정 품종의 농산물 생산도 가능해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
- 가공업자의 경우 원하는 품질의 생산물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어 공정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음.
❍ 옥수수, 대두, 밀은 계약생산 비율이 지난 2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생산 비중도
높지 않은 편임. 이에 반해, 가금류는 대부분이 계약생산으로 공급되고 있음.
- 1996~1997년 대비 2017년에 계약생산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땅콩, 담배, 돼지임.
<그림 1> 미국 농축산물 계약 생산 비중

<그림 2> 미국 농축산물 품목별 계약 생산 비중 변화

자료: USDA, ERS, NASS, ARM Survey 1996, 1997, 2017.
❍ 계약 생산은 크게 시장계약(Marketing Contract)과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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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계약※은 주로 농산물(종자와 일부 가공용 채소 제외)과 유제품, 육우 일부분에서 많이
이용되며, 생산계약※※은 돼지와 가금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시장계약: 농가가소유한농장에서생산한농축산물의일정부분을계약자에게납품하는방식
※※ 생산계약: 계약자가 농가에 위탁한 새끼 돼지 또는 병아리를 사료비, 약품비, 사육수수료를
받고육성한뒤계약자에게납품하는방식
❍ 2017년 기준 연간 소득 35만 달러 이하 소규모 농가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생산 비중 역시 비슷한 수준임. 연간 소득 1백만 달러 이상 대규모 농가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 39%를 차지하며, 계약생산으로 36%를 생산함.
- 소규모 농가는 주로 가금이나 돼지를 생산계약으로 공급하며, 대규모 농가는 주로 농산물을
시장계약으로 공급함.
<그림 3> 품목별 시장계약/생산계약 이용 비율

<그림 4> 농가 규모별 농축산물 계약생산 비중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2020년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 전망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hort-term oultlook for EU agricultural markets in
2019 and 2020”(2019.7.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2020년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 전망
❍ 수확 때까지 양호한 기상 여건이 지속될 경우 2019/2020년 곡물 생산량은 직전 5년 평균 생산량
보다 2% 높은 3억 1,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밀 생산량은 10%, 보리 7%, 옥수수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곡물 생산량 증가는 무역
수지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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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유지 생산량은 유채 파종 면적 감소(평년 대비 10% 감소)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3,230만 톤, 두류 작물※(protein crop) 생산량은 작년의 저점에서 회복된 510만 톤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의 두류 작물은 완두(field pea), 잠두(field beans), 가는잎미선콩(sweet lupins)으로
구성됨.

❍ 2018/2019년 설탕 수입량은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며, 2019/2020년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설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830만 톤으로 전망함.
❍ 생산량 증가와 낮은 가격으로 올리브 오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2020년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직전 5년 평균인 210만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2019/2020년 복숭아 생산량은 기상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4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는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상 여건 호전으로 2019년 유제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
하였음. 탈지분유에 대한 세계 수요 역시 높은 편이어서 현재 공공 비축량이 거의 소진
되었으며, 민간 비축량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유럽연합의 쇠고기 수출량은 신규 시장 등장※으로 크게 증가(전년 대비 14.5%)할 것으로
보이며, 육우 도축량은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기존 수출국이었던 필리핀, 보스니아,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중국 시장의
접근성이개선되었음.

❍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9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가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돈 사육두수 감소와 환경적 제약으로
2019년 돼지 생산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중국내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하면서돼지고기수입이크게늘었음.

❍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2019년 육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9년
양고기 생산량 역시 기상 여건 개선과 수태율 증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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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
※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の公表について」(2019.6.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6월 7일 스마트 농업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효과 등을 정리한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을 발표하였음.
❍ [배경] ICT, 로봇기술, AI 등의 첨단기술은 농업인의 경영전략 실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생산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 [목적] 농업인과 기업, 연구 및 행정기관 관계자가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까지 농업현장에
신기술 도입함으로써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 경영 미래상] 신기술 도입으로 기대되는 농업경영안을 경영 유형별로 제시함.
- 논, 밭, 노지채소, 시설원예, 화훼, 차, 과수, 축산의 8가지 경영 유형과 22개의 사례로 구성
하였으며, 현재 연구개발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2025년 시판이 예상되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노동력 절감, 규모확대 등의 효과를 제시함.
- 예를 들어,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논의 경우 자동화 기술(무인화), 센싱기술을 도입하면 노동
시간은 40%, 경영비용은 20%가 감소하고 수확량은 15%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함.
❍ [기술 로드맵] 농업 신기술별 2025년까지 로드맵과 과제를 정리하였음.
- 드론기술, 로봇기술, 환경측정·제어관리 기술, 가축 개체관리, 생산·경영관리, 기술 계승
시스템의 6가지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정리함.
- 논, 밭, 사료 작물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약 살포용 드론은 2019년 이내에
시판하여 보급을 시작하고, 부분살포(핀포인트)용 드론은 2020년경 시판, 원격감시 로봇
트랙터는 2023년에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술 도입 추진방안]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활동을 5가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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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 신기술 교육: 신기술 도입 효과, 종류, 가격 등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농업에 종사하기 전에 신가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2) 농업 신기술 시험: 본인의 지역이나 경영에 적합한지, 자신에게 맞는 신기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3) 농업 신기술 도입: 도입 비용 낮추기, 타 분야 농업 참여 촉진, 신기술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보급 촉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 농업 신기술 도입환경 정비: 기술활용 효과를 높이는 농업·농촌 기반 조성,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지원사업 발굴
- 5) 농업 신기술 발전: 산학관이 연계하여 신기술 개발 및 개량

언론 동향

일본 수출규제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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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주요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9년 7월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 이어 지난 2019년 7월 4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필요한 주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그동안은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

※ 1)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리지스트, 3) 반도체세정에사용하는에칭가스
❍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과 학계 등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
않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
- 발표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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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국제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만한 회색(애매한) 조치”라고 지적
❍ 일본 당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지난 2019년 7월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상황점검회의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 정부는 2019.7.8~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계기, 일본이 2019.7.1일
발표※ 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WTO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황

※ 2019.7.1일 일본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동 조치는 2019.7.4일부터 시행 중)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양국의 경제에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
- 또한, 근본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19년
7월 10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백악관으로 직행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면담하였으며, 한일 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

※ 이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의회 관계자들도 연이어 만나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

- 김현종 차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고 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 중재
요청 여부에 대해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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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양국(한·일)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김현종 차장은 2019년 7월 11일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하려는 것에 한국·미국은 적극적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혀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19년 7월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고 밝혀
-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7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참석해
“부처에서 사태를 보고 2020년 본예산이 아니라 2019년 하반기에라도 긴급하게 착수하자는
요구가 많았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200억 원보다 커질 것※”
이라고 언급, 또한 “적정 소요를 잘 검토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7.11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최소 1200억 원
이상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 정부는 2019년 7월 12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
-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副)장관은 2019년 7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 “이번
운용 재검토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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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 냉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일본에도 한국은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2019년 8월 화이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 역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
- 2019년 7월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2019년 1~5월 일본의 총수출금액 31조
6,559억 엔(약 343조 9,000억 원) 중 한국으로의 수출금액은 2조 1,958억 엔(약 23조 9,000억 원)
으로 6.9%※를 차지,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1%로 3년 만에 최저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올해 기준 미국, 홍콩에 이어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

※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17년 만에 7% 밑으로 떨어진 것

❍ 일본 언론에서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 등을 거론하여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농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업계 긴장

※ 2018년 한국은 77만 1,400t의 농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량(418만
3,500t)의 18.4%에 해당, 특히 파프리카·김치･인삼･토마토･백합･장미는 일본 의존도가 높으며,
2018년 파프리카는 수출물량의 99.5%, 토마토는 66.1%를 차지

-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2019년 7월 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해 일본이 농산물 수입규제를 단행하면 우리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
- 일본이 농산물 수입규제를 단행하면 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종자·농기계 등으로 수출규제 품목확대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앞으로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특이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혀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7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경위,
△수출허가절차 변경 내용, △반도체 소재푸목 수출의 포괄허가 → 개별허가 전환 근거, △향후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정 변경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
- 산케이신문은 한일 양국은 2019년 7월 12일 오후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산업성 간부가 수출규제 강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전망이며, 일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양국 간 마찰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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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케이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별도의 기회에 한국 측에 문의할 전망이라도 전해
자료: “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일본은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전문]”(국민일보,
2019.7.10.), “일본 경제보복, ‘농업분야’로 불똥 우려”(농민신문, 2019.7.10.),
“文대통령 “日,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헤럴드경제,
2019.7.10.), “與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천억 원 추경 반영””(SBS,
2019.7.11.),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워싱턴에 전격 투입…대미 설득전 본격화”
(동아일보, 2019.7.11.), “日 정부 "수출규제, WTO 위반 아냐…안보 이유" 주장
반복”(매일경제, 2019.7.11.), “日 수출규제 이후 첫 양자협의, 내일 도쿄서 열린다 ”
(머니투데이, 2019.7.11.), “김현종·김희상 외교·통상라인 줄줄이 미국行”(문화일보,
2019.7.11.), “日정부 “대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안보’ 때문””(서울신문,
2019.7.11.),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WTO 위반 아니다” 반복”(한국일보, 2019.7.11.),
“與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3000억 추경 반영””(헤럴드경제, 2019.7.11.), “정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동향 점검”(KBS, 2019.7.12.), “日,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세분석…우려사항 韓에 확인방침”(NEWSIS, 2019.7.12.),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추경예산 1200억원+α””(머니투데이, 2019.7.12.),
“수출규제에도 韓, 日 수출·흑자 3위…일본 내 우려 커져”(서울경제, 2019.7.12.),
“김현종 “한미일 고위급협의에 한미 적극적...일본, 아직 답 없어””(종합)(연합뉴스,
2019.7.12.), “김현종 “한·미·일 고위급 협의 추진, 일본서 답이 없다””(중앙일보,
2019.7.12.), “수출규제 확대시 일본도 타격…韓, 日수출·흑자 3위”(헤럴드경제,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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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6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9.)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2019
5월
6월
(평균)

식량가격지수
213.3
209.8
201.8
164.0
161.5
174.6
175.5
171.6
168.9
172.9
175.3
179.0
177.2
178.6
176.5
175.7
169.1
174.6
168.4
171.4
173.2
174.0
175.8
172.7
167.1
167.8
164.5
162.9
161.8
161.5
168.4
163.9
167.0
167.6
170.7
173.5
173.0
169.3

육류
182.0
184.1
198.3
168.1
156.2
158.8
161.2
165.2
169.3
172.7
175.6
174.9
174.3
174.0
173.1
172.8
169.7
170.1
167.5
170.3
171.0
170.4
168.7
166.5
165.2
166.8
163.8
160.4
162.6
162.4
166.3
160.1
162.7
164.5
170.9
173.4
176.0
167.9

유제품
193.6
242.7
224.1
160.3
153.8
193.0
194.2
189.8
183.6
193.0
209.0
216.6
219.7
224.2
214.8
204.2
184.4
202.2
179.9
191.1
197.4
204.1
215.2
213.2
199.1
196.2
191.0
181.8
175.8
170.0
192.9
182.1
192.4
204.3
215.0
226.1
199.2
203.2

곡물
236.1
219.3
191.9
162.4
146.9
146.9
150.5
147.8
146.0
148.0
154.3
162.2
153.0
151.9
152.7
153.1
152.4
151.6
156.6
161.3
165.4
168.5
172.6
166.8
161.9
168.7
164.0
165.7
164.1
167.8
165.3
168.7
168.5
164.7
160.1
162.3
173.2
166.3

유지류
223.9
193.0
181.1
147.0
163.8
186.3
178.7
167.6
161.1
168.7
162.1
160.4
164.4
171.9
170.0
172.2
162.6
168.8
163.1
158.0
156.8
154.6
150.6
146.1
141.9
138.2
134.9
132.9
125.3
125.8
144.0
131.2
133.5
127.6
128.7
127.4
125.5
129.0

설탕
305.7
251.0
241.2
190.7
256.0
288.5
287.9
256.5
233.3
227.9
197.3
207.5
203.9
204.2
203.5
212.7
204.1
227.3
199.9
192.4
185.5
176.1
175.3
177.4
166.3
157.3
161.4
175.4
183.1
179.6
177.5
181.9
184.1
180.4
181.7
176.0
183.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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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