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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간성과 발표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19년 상반기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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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 논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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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언론 동향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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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ㆍ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8.21.)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19.8.2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발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고도화하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여 마련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기본 방향❙
비전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를 통한 성장동력 업그레이드

목표

공공·사회 분야 혁신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산업
·
기술
혁신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

❶ 개방형 혁신 활성화
❷ 혁신자산 확충 지원

❶ 플랫폼 경제 가속화

⇨ ❷ 선도사업 성과 고도화

❸ 혁신기업 금융지원 강화

❶ 공공인프라·행정서비스 혁신

⇨ ❷ 사회문제해결에 전략적 활용

❸ 산업간 연결·융합 촉진

❸ 관련 신산업 육성

혁신기반 강화

사람
·
제도
혁신

공공사회분야
혁신 확산

❶ 혁신인재 양성 강화

+

❷ 규제·법제도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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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노동의 유연·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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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서로 연결·융합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
- (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업의 내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외부 혁신역량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민간 부문의 도전적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
- (공공 사회분야 혁신 확산) 신기술 접목 확대 등을 통해 국토정보 디지털화 등
공공인프라·행정서비스 혁신, 그리고 고령화·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도
강구하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의 계기로 활용
❍ 인재, 규제, 노동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
- AI 인재 등 20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2019~2023)하고, 직업·평생교육 강화와
지식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기적 인력기반도 강화 추진

※ 20만 명 혁신인재 양성 관련 세부 내용은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 예정

- 규제 샌드박스, 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전 부처 확산 등도 적극 추진
- 노동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성 강화로 노동자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이행점검 계획]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분야별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 추진※

※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평가, △점검 결과는 혁신성장전략
회의 또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미흡･지연과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마련, △AI 국가전략(2019.下),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2019.10월) 등 수립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은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으로서 마련
- (제1단계) 혁신의 중심인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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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BIG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산업으로 혁신을 확산
- 정부는 2020년 DNA+BIG3 분야에 총 4.7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여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추진 체계❙
목표

전략투자를 통한 조기성과 가시화 + 민간투자 유도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촉진

[혁신 인프라] D.N.A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데이터·AI

5G

①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② AI 혁신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AI 융복합 및 활용 촉진

① 5G 공공 선도투자
② 5G 민간투자 활성화
③ 산업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 원천
▪ 타(他) 분야의 혁신성장 촉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 세계 최초 상용화(2019.4.3.)

[3대 신산업]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① 핵심기술 개발
② 기반 구축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

① 의료 빅데이터 구축
② 신약·의료기기 사업화
③ 헬스케어·질병치료 선진화

① 상용화 기반 마련
② 기술경쟁력 제고
③ 생태계 조성 가속화

▪ 타 산업과 융합·성장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 필요

▪ 맞춤형 의료 활성화
▪ 우수한 의료인력·병원 인프라

▪ 친환경차·스마트카로 재편
▪ 미래차 시장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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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에 2020년 1.7조 원을 투자
-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
-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해 디지털트윈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는 2020년 3조 원을 투자할 계획
- 특히,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사업(5개소) 등 도입,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신규 추진
❙분야별 2020년 재정투자(단위: 억 원, %)❙
분야

2019년(A)

2020년 안(B)

전년 대비(B-A)

<합계>

32,545

47,100

14,600

45

D.N.A.

11,589

17,100

5,500

47

데이터·AI

8,123

10,600

2,500

31

5G

3,466

6,500

3,000

86

20,956

30,000

9,100

44

726

2,300

1,600

229

바이오헬스

11,112

12,800

1,700

15

미래차

9,118

14,900

5,800

64

BIG3
시스템반도체

증감률(%)

❍ [향후 추진계획] 2020년 주요 추진과제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확정(~2019.8월 말)
- 旣 수립된 분야별 로드맵※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지원 강화
(데이터 AI)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1월)
(5G)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2019.4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2019.4월)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5월)

※
※
※
※

･

･

-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분기별 이행 성과를 점검
하고 쟁점사항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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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간성과 발표
자료 : 행정안전부(2019.8.21.)

개요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간성과 발표, 2019.8.21.]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

※ (정책연구 수행기관) 지방행정연구원 / (수행기간) 2019.3.26일～7월 말
(정책연구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주요 사업성과
♣ 총괄
❍ [지역균형] 참여청년 11,056명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85.1%(9,406명)로 수도권
14.9%(1,650명)에 비해 높은 수준
❍ [지역정착] 참여청년 중 93.5%(10,343명)가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근무 ⇨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71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 많아※

※ 타지역으로부터 이전한 청년 비중(6.5%, 713명): 비수도권 → 비수도권(63.5%), 수도권 →
비수도권(27.3%), 수도권 → 수도권(6.6%), 비수도권 → 수도권(2.5%)

❍ [근무지]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연계형 참여자는 중소기업(40%), 사회적경제
(21%),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단체(14%) 등에서 근무
❍ [고용] 11,056명※ 고용창출 → 목표 인원 10,250명 대비 107.8% 달성

※ 지역정착지원형 5,123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257명, 민간취업연계형 4,676명

❍ [만족도]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85.8%※로 참여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 참가자 만족도: 1유형 80%, 2유형 88%, 3유형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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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추진성과
❍ [지역정착] 5,123명에 2년간 일자리를 제공 ⇨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4,819명
가운데 3,324명(69.0%)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응답
❍ [지역균형]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하고 있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 추진성과
❍ [창업] 1,257명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예비창업자 838명 가운데 720명(85.9%)의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완료
❙추가고용창출, 매출창출액, 특허인증재산권 등록수(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추가고용
매출창출액
특허·인증·재산권 등록수

합계
327
19,918
182

예비창업자
119(36.4%)
5,352(26.9%)
92(50.5%)

기창업자
208(63.6%)
14,566(73.1%)
90(49.5%)

♣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추진성과
❍ [일경험] 4,676명 청년에 일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이 가운데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별 일자리 현황(단위: 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합계

보건·의료

문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환경

교육

고용·주거

1,415

100

256

399

273

53

195

139

❍ [취업연계] 지원종료 청년(1,569명) 가운데 42.6%가 민간취업 연계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취업률(단위: 명, %)❙
지원종료 인원

취업연계 총계

취업연계 비율

1,569

66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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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장취업연계

49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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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료 : 행정안전부(2019.8.19.)

개요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력 위해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2019.8.19.]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
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
- (주요 배경)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
- (주요 목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조 원(전년 대비 20% 증가)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2019.8.2. 잠정치)❙
예산현액
(2019.8.2.기준)

3분기
대규모 투자사업
전 자치단체

411.6조 원

17.5조 원

하반기 신속 집행
전체
89.2%
(367.1조 원)

특·광역 단체
94.1%
(159.7조 원)

기초단체
84.5%
(160.0조 원)

공기업
92.0%
(48.3조 원)

중점 추진사항
❍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하여 2019.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
❍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원 이상(기초는 30억 원)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 →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검수는
14일→ 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마다 지급

❍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
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 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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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

2019년 상반기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8.21.)

❍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2019.8.21.] 2019년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
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
이는 지난 ‘지역경제 중소상공인 분야‘ 발표(2019.8.7.)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

※

･

❙규제신문고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서 응시 허용 (경찰청)
• 제1종 보통면허도 자동변속기 조건의 면허를 신설하여, 수동변속기 외에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면허시험 응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12월)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시설 등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 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시설 설치를 허용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0.3월)
 모든 식품·음료대상 ‘식용금박’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모든 식품과 음료대상 식용금박(금가루)으로 장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19.7월, 완료)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문화체육관광부)
• 상이한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단일화(※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술·담배 구입 및 PC방 야간출입 가능)
※ 「게임산업법」개정(2020.6월)
 안전성 검토를 거쳐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치료 시급성 고려, 12세 미만 소아환자 대상 안전성 검토과정을※ 거쳐 성인용 신약의 환아대상 임시 사용을
신속히 조치하고, 이후 정식 사용 승인(2019.7월, 완료)
※ (임시 사용) 병원 내 ‘임상심사委’ 심의 거쳐 복용주기 조정을 통해 허용(2019.4월, 서울대병원)
(정식 사용)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2019.7월,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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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태아 대상 산전(産前)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 바터증후군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질환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전 유전자검사대상 질병 범위 확대 추진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2019.12월)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틀니 등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회 → 1회 방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019.12월)
 비(非)이공계 학부졸업자 대상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이공계 학부전공자 외에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취득자까지 확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019.2월, 완료)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환경부)
•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항목 중 중복항목에 대해서 다른 시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소요시간 및 절차 단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2019.8월, 완료)
10 ‘나무도마’ 사용 음식점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 나무도마 사용식당도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우수한 경우 우수등급 지정 가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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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운영
자료 : 보건복지부(2019.8.19.)

❍ [보건복지부,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운영, 2019.8.19.]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
으로 운영

※ ‘돌봄 경제’: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

- (주요 목적)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
- (외국 사례)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여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전개

※ 국외 사례: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등

- (주요 내용)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
- (향후 계획)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2019년)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
❍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2019.8.19.] 2019.8.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경제 육성과 관련된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
- (논의 주제) 돌봄 경제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기존 사례분석 및 전체적 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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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발제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 “돌봄 경제 육성
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발제 2…유재언 부연구위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
- (토론)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
- (향후 일정) 관련 분야별로 회차를 나누어 개최※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여 융·복합 과제 등 도출 추진

※ (2∼4회차) ① 서비스･인력, ② 돌봄기술, ③ 인프라･산업기반 등 영역별 현안 및 정책과제
논의, (5회차) 그간 논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정리, 경제･일자리 및 사회적 효과 도출
<돌봄 경제의 개념>
◈ (개념)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
◈ (의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과 돌봄 경제는 포용적 사회보장을 통해 경제 혁신을 추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과제
① 살던 곳 중심의 보편적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보장 완성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가족 등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불안 해소, 복지 체감도 제고로 삶의 질 개선
❶ 병원·시설에서의 돌봄 ⇒ 자기가 살던 곳에서의 자립 생활
❷ 소득·재산 기준 지원 ⇒ 욕구(needs) 기반 보편적 지원
❸ 공급자 중심 분절적 지원 ⇒ 수요자(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원
❹ 돌봄 인력 중심 서비스 ⇒ 인적 서비스와 기술(Care technology) 결합
② 사람 중심의 돌봄 경제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동, 안전, 독립생활 지원 등
※※ 英·美·日 등 선진 7개국에서 GDP 2%를 Care Economy 투자 시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최소 50% 이상 높음(ITUC(국제노동조합연맹), 2016).
-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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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보안협의회」 발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8.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보안협의회」발족, 2019.8.19.] 5세대 이동통신(‘5G’)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5G보안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2019.8.19일 발족
- (협의회 구성※) 2018.10월부터 구성·운영되어 왔던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기업·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전자통신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

※ 협의회 아래에는 정책, 기술, 표준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각 분과의 간사 역할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정책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분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분과)에서
맡기로 하고,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추가
개최할 예정

- (주요 내용)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과 분과장을 학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 협의회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G와 관련된 보안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 (향후 계획)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5G보안 정책, 5G 핵심 네트워크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5G 보안 국제 표준화 동향 등 특정 주제별로 심층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5G 네트워크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
- (「5G보안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19.8.19.) △5G보안협의회 발족 및 세부
운영방안 협의, △5G 확산에 따른 보안 동향 공유 및 논의과제 도출

※ (참석) 학계, 산업계,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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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8.23.)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영국 FTA 정식 서명, 2019.8.22., 영국 런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8.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
- (의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
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
혁신기술 협력을 강화

주요 내용
❍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
♣ 상품 관세
❍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
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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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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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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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제공
♣ 지적재산권
❍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한국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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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 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① 이행기간 보 시 추가 협의서한, ② 양자협력 화 서한, ③ 고속 정부조 양 개선
서한

※

확

강

철

달 허

❍ [향후 계획]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8.22.)

❍ [산업통상자원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2019.8.21., 이스라엘 예루살렘] 2019.8.21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양국은
20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

※ 1차(2016.6월), 2차(2016.12월), 회기간(2017.2월), 3차(2017.3월), 4차(2017.4월). 5차(2017.5월),
6차(20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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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중동 지역 핵심 시장인 이스라엘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시장 다변화,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
-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됨.
※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15.5% (수출액 726백만 달러, 2018년 기준)
-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
-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
-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 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 규정을 마련
 금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
- 특히, 양측 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
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

- (향후 계획)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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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상품수출
상품수입
총교역량
무역수지

2011
1,818
683
2,501
1135

2012
1,532
861
2,393
671

2013
1,464
856
2,320
608

2014
1,225
960
2,185
265

2015
1,180
870
2,050
310

2016
1,275
865
2,140
410

2017
1,268
1,167
2,435
101

2018
1,448
1,271
2,719
177

2019.5
591
396
987
195

❙對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수출

순위

품목명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원동기및펌프
기타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10대 품목 합계
전체

1
2
3
4
5
6
7
8
9
10

수입
금액
726
104
68
35
31
27
27
26
22
21
1,087
1,448

비중
50.1%
7.1%
4.7%
2.4%
2.2%
2.7%
1.9%
1.9%
1.5%
1.4%
75%

품목명
반도체제조용장비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항공기및부품
동제품
공구
비누치약및화장품
알루미늄
10대 품목 합계
전체

금액
323
165
104
77
66
63
60
27
27
26
938
1,271

비중
25.4%
13.0%
8.2%
6.1%
5.2%
5.0%
2.1%
2.1%
2.1%
2.0%
73.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8.23.)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 2019.8.24.~8.25.,
자카르타]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무역구제·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개최,
참여국들은 상품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협정문의 잔여 쟁점들을 해소
하여,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 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 대표
30명이 참석

※

측
처 단약

교섭

- (주요 내용) 금번 회기간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최되는 협상
으로서,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RCEP 회의는 역내 16개국이
모이는 다자 협상 채널인 만큼, 적절한 계기를 활용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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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가동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8.19.)

❍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가동, 2019.8.19.]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

※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8.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2019년 8월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주요 내용)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
- (중점 지원)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
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개요>
◈ (주관/주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무역협회 / 전략물자관리원, KOTRA, KEIT, KIAT,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 (주요 내용) 1: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 +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분야
1:1
맞춤형
상담회

•
•
•
•

주요 내용
(종합)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제도) 日 수출규제 제도 상세 상담
(공급처) 수입국 다변화, CP활용 등
(R&D) 부품소재 국산화·신뢰성지원 등

• (금융)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분야
기업
설명회

•
•
•
•
•

주요 내용
日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계획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 지원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
日 수출규제제도 설명 및 유의사항
日 CP기업 활용 방안

기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 등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등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일정) 2019.8.19.~10월 말,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 중심 30여 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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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 원※을 비롯해 6조 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

※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 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1,275억 원), 자금지원(+500억 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조치ㆍ협의
자료 :외교부(2019.8.19.)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조치·협의, 2019.8.19.]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 관련,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2019.8.19일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
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
<한국 정부 입장 구수서 내용>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함.
◈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요 내용) △권세중 국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 △니시나가 공사…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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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고랭지 배추ㆍ무 수급 동향 및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8.19.)

개요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강원도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 방문, 2019.8.19.]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8.19일 강원도 평창·강릉에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산지동향을 점검
- (주요 내용) △강릉 안반데기 배추 포전 방문…고랭지 배추 작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고랭지 배추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 △평창 고랭지 무 재배 농가 방문…올해
작황 및 출하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9.8.8일
수립하여 추진 중인 수급안정대책을 설명

고랭지 배추 수급 동향 및 대책
♣ 고랭지 배추
❍ [수급여건] 봄배추 저장물량은 평년보다 42% 증가한 5.1천 톤,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4,661ha(평년 대비 7%↓)이나, 작황 호조로 예상 생산량은 40만 7천 톤 수준(평년대비
2%, 9천 톤↑)
- (가격 동향) 2019.7월 도매가격은 1,948원/포기 수준, 노지봄배추 저장물량 및
준고랭지1기작 출하량 증가로 평년(7월, 2,360원/포기)보다 낮게 형성※
재배 적: (평년) 4,985 / (2018) 5,095 (2019) 4,661(전년 대비 8.5% , 평년 대비 6.5% )
수: (평년) 7,979 /10 / (2018) 7,970 (2019) 8,727(전년 대비 9.5% , 평년 대비 9.4% )
생산 : (평년) 398
/ (2018) 406 (2019) 407(전년 대비 0.2% , 평년 대비 2.3% )
치수입 (배추 산 : (평년) 249
(563) (2018) 291(658) (2019 추정) 304(686)

※ 면
ha
※단
kg a
※ 량
천톤
※김 량 환량

→
→
→
천톤 →

→

↓
↑
↑

↓
↑
↑

❍ [수급 및 가격전망] 2019.8~10월 출하량은 작황호조 및 저장물량 증가로 335천 톤
(평년 대비 5%↑) 수준이고, 김치 수입량까지 감안한 총 공급량은 412천 톤 수준
(평년 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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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황변동성) 다만, 폭염기 전년 수준 단수 감소 시, 출하량은 평년 대비 7% 감소
하고, 총 공급량은 8천 톤(평년 대비 2%↓) 수준 부족 가능성 존재, 폭염기 단수
감소 시 8월 총공급량은 3천 톤(평년 대비 2%↓) 부족하고, 9월 전반기(추석 이전)에
3.4천 톤 부족 전망
- (가격전망) 2019.8월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5,027원/포기) 및 평년(3,973)보다 낮은
2,333원/포기 내외※ 전망되고, 9월도 평년(3,378원/포기)보다 낮을 전망
도 가 : (2019.5월) 1,122원/포기 (6월) 1,865 (7월) 1,948 (8.월.상) 2,233 (평년 대비 27% )

※ 매격

→

→

→

↓

❍ [대책]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산지 작황 및 가격동향 지속 모니터링 추진※

※ (2019.8∼9월 전반) 이상기상, 추석 수요에 대비하여 비축물량(4.5천 톤)과 출하조절시설물량
(2.5천 톤)으로 대응 / (9월 이후 공급 과잉 시) 채소가격안정제(35천 톤) 활용 수급관리

❍ [차기작 대책] 적정 재배면적 조절 추진※(홍보, 협의회 등)

※ 가을배추 재배의향: (평년) 13,237ha → (2018) 13,313 → (2019) 12,552(평년 대비 5%↓, 전년 6%↓)
※ 겨울배추 재배의향: (평년) 4,025ha → (2018) 4,735 → (2019) 4,319(평년 대비 7%↑, 전년 9%↓)

♣ 고랭지 무
❍ [수급여건] 저장물량 평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14천 톤(8천 톤↑), 고랭지무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3% 증가한 2,525ha이고, 단수 증가(평년 대비 7.4%↑)도 예상되어
생산량은 253천 톤(평년 대비 11%↑, 24천 톤↑) 전망
- (가격 동향) 2019.7월 도매가격은 763원/개 수준, 봄무(저장) 및 준고랭지1기작 출
하량 증가로 평년(7월, 1,278원/개)보다 낮게 형성※
재배 적: (평년) 2,454 / (2018) 2,388 (2019) 2,525(전년 대비 5.7% , 평년 대비 2.9% )
수: (평년) 9,315 /10 / (2018) 8,286 (2019) 10,002(전년 대비 20.7% , 평년 대비 7.4% )
생산 : (평년) 229
/ (2018) 198 (2019) 253 (전년 대비 27.6% , 평년 대비 10.5% )
7월: (평년기 ) 23.7 , (2018) 24.5, (2019) 22.9 / 8월: (전년) 24.6 , (평년) 23.2

※ 면
ha
※단
kg a
※ 량
천톤
※
온 ℃

→
→
→

℃

↑
↑
↑

↑
↑
↑

❍ [수급 및 가격전망] 2019.8~10월 출하량은 작황호조로 235천 톤 수준(평년 대비 11%↑)
- 폭염기 전년 수준 단수(평년 대비 10%↓)에도 출하량은 평년 대비 3% 증가한 218천 톤
- (8월 가격전망) 기상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무 출하량 증가로 전년(2,443원/개),
평년(1,488)보다 낮은 700원/개※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도 가 : (2019.5월) 903원/개 (6월) 877 (7월) 763 (8.상) 693 (평년 대비 50% )

※ 매격

→

→

⇒ 수급상 공급 과잉 예상물량은 6,675톤~23,275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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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안정대책] 과잉 예상되는 2019.8~9월 물량(9천 톤)은 채소가격안정제(2.9천 톤),
지자체 자율감축(5.5천 톤) 등으로 시장격리※, 작황 지속 점검, 필요 시 수급대책 추진
소가 안정제 2.9
, 지자체 자 감축 5.5, 농협 자 감축 0.6

※채 격

천톤

율

율

❍ [차기작 대책] 적정 재배면적 조절 추진※(홍보, 협의회 등)
가을무 재배의 적: (평년) 5,756
(2018) 6,095 (2019) 5,586(전년 8% , 평년 대비 3% )
무 재배의 적: (평년) 5,902
(2018) 6,475 (2019) 6,066(전년 6% , 평년 대비 3% )
재배 적 조
회협의회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2019.8.8., 오 )

※
향면
※ 겨울 향면
※ 면 절순

ha →
ha →

→
→

↓
↓

↓
↑
송

밀산업 육성법 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8.21.)

개요
❍ [농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제정, 2019.8.21.]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2019.8.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으며,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개 의원(현 농 품부 장관) 대표 발의(2017.12.21.), 상 위 의결(2019.4.5.), 사위 의결
(2019.7.31.), 국회 본회의 의결(2019.8.2.)

※ 호

식

임

법

- (의의)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주요 내용
❍ [밀 비축제도 운영]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가능
- 밀의 품질기준을 만들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 독려
-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수요처 확대
❍ [밀의 품질관리 강화]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 가능
-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밀의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의 토대 마련
-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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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
❍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
- 매년 밀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의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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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밀산업 육성법’ 주요 내용)>
◈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밀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밀산업 실태조사, 연구·기술개발 추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가능
◈ 밀산업 육성 지원(안 제10조, 제13조)
-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토종 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농가 규모화·조직화 촉진, 밀·밀가공품 소비 촉진,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가능
◈ 계약재배의 장려(안 제11조)
- 밀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장려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안 제12조)
- 생산 확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시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 가능
◈ 밀의 품질관리(제14조)
- 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기준·방법·절차 등 설정 가능
◈ 비축사업의 운영(안 제 15조)
- 수급조절 등을 위해 밀 비축 가능, 비축 시 품질기준 적용 수매 가능
◈ 단체의 설립(안 제 16조)
- 밀산업의 발전과 밀산업 종사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단체 설립 가능
◈ 공공급식시설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안 제17조)
-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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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시민사회 협업, 로컬푸드 지수 개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8.22.)

❍ [농식품부, 로컬푸드 지수※ 개발, 2019.8.22.]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지역별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지수’를 개발

※ ‘로컬푸드 지수’는 농식품부가 지난 2019.6월 발표한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얼굴 있는 안전한 먹거리, 중소가족농 보호, 지역사회 활성화 등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목적) 지역별 로컬푸드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지수화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제공하고 정책 환류 촉진
- (주요 내용) 로컬푸드 지수(가칭)를 개발하여 연 1회 지자체 대상 조사 발표,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 (향후 계획) 전문가 위원회 지수개발(2019.8월~11월) → 의견수렴 및 확정(2019.12월)
→ 지수 측정(2020.1월~2월) → 발표(2020.3월)

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 논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8.23.)

❍ [농식품부, 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회의 개최, 2019.8.22.] 파프리카, 딸기 등
주요 수출 농식품 유관기관과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업 연관산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 점검 및 의견 수렴
- (개최 목적) 국가 전체 수출이 침체되고,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가세도 주춤한 상황을
돌파할 활로를 모색
- (주요 논의)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적인 한류·온라인 마케팅,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하반기 농식품 수출방안 논의※,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업
연관산업의 수출 여건을 분석하고 2019년 하반기 수출 촉진 계획을 논의

※ 파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품목의 신규 시장 개척 방안과 국가별로 특화된 한류
마케팅 방안 및 온라인 유통망 활용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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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8.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2019.8.21.]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2019.8.23일부터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사를 강화※※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 중임.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
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
하였고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았음.
※※ (기존)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 → (강화)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

- (주요 내용) 검사 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검사강화 대상품목>
◈ (가공식품; 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
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 (농산물; 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 (식품첨가물; 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 (건강기능식품; 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 축산 동향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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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2019.8.19.] 2019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
농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9.8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함.

- (추진 목적)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019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요약)>
◈ (사업대상자)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사업대상: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지원내역❙
항목
① 초지조성
② 초지조성부담금
③ 컨설팅
④ 기계·장비
⑤ 기반시설

내용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초지조성 비용
대체산림조성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비용
초지조성·관리,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등 컨설팅
결속기, 모우어, 이동식
시비시설 등
용수, 전기, 진입도로, 울타리,
가축대피시설 등

기준
30ha기준, 신규
7,647천 원/ha
국‧공유림 대상,
10백만 원/ha
15백만 원/개소
150백만 원/호
지원한도 없음.

지원형태
국비 50, 융자 50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국비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30

\

융자 80, 자담 20

- (주요 내용) △사업대상…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지원내용…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절차…사업신청자는 2019.8.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 농식품부는 2019.9월 말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 2019년 8월 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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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 선정
이슈 브리프 OECD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 선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은?
(출처: OECD 누리집, 2019.8.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
혁신 사례 10개를 선정

※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OECD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음.

- (중앙부처 정책)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
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등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정책)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
❙OECD 선정 사례 10선 개요(최신 순(順))❙
연번

정책명

기관명

내용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2천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2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

조달청

•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3

국민 가상전력소

한국전력거래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

4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
평가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 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 중)

5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대문구

• 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
사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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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책명

기관명

내용

6

광화문1번가

행정안전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이며,
49일 동안 운영해 18만 건의 제안을 접수

7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설명)

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9

일학습 병행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
하는 제도

10

서울시 50플러스

서울시

• 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R&D) 동향
※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NIFA) 홈페이지 (https://nifa.usda.gov,
2019.8.20.)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R&D) 동향
❍ 2008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제정된 미국 농무부(USDA)의 국립식량농업 연구소
(NIFA)는 농업과학기술 R&D를 통해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는 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임.
- NIFA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 정책입안자, 전문가, 교육자들과의
공동연구 진행을 지원하고 있음.
❍ NIFA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교육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2014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진 2014년-2018년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과학) 연구, 교육 및 extension과의 촉매제 역할
- (사람) NIFA의 R&D를 통해 농업 연구에 특화된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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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정책, 절차를 제도화
- (소통) 미국이 전 세계 식품 및 농업 과학 선도
❍ NIFA는 농업과학기술 R&D를 통해 개발되거나 특화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 NIFA는 세 가지 측면에서 농업기술
개발을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함.
- (연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가 제공됨.
- (교육) 대학기관을 통해 과학자, 교육자, 생산자 등을 양성시킬 수 있는 대학
기관을 육성함. 총 113개의 교육기관에 투자함.
- (연구성과 외부지원)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제공해주고 기술개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2019년(FY)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1억 1735만 달러) 증가한 17억 262만 달러이며,
연구 및 교육 부분이 9억 3,700만 달러, 외부지원이 5억 569만 달러, 농업법 의무
부담금이 2억 1,630만 달러를 차지하였음.
❙미국 국립식량 농업연구소 예산 규모(단위: 만 달러, %)❙
구분
연구 및 교육
연구성과 외부지원
농업법 의무 부담금
기타
합계

2018년
8억 9,173만 달러
4억 8,362만 달러
1억 6,191만 달러
4,801만 달러
15억 8527만 달러

2019년
9억 3,700만 달러
5억 569만 달러
2억 1,630만 달러
4,363만 달러
17억 262만 달러

증감율
5.1%
4.6%
33.6%
-9.1%
7.4%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의 농업 연구 및 혁신 체계
※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EU agricultural research and
innovation”(2019.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농업 연구 및 혁신 체계
❍ [농업 R&D 공공투자액] 2012-2016년 유럽연합의 연간 농업 R&D 공공투자액은
약 30억 유로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음. 또한, 연구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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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및 관련 연구]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1월 유럽연합의 농업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A strategic approach to EU agricultural research & innovation)을
발표하였으며,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와 관련 연구주제들을 제안하였음.
우선순위
효율적 자원 관리로
생산성과 환경적 성과 간의 균형
달성

연구주제
• 생태계-자원 이용-기후변화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 파악
• 농촌 자원과 도시 자원 간의 긴밀한 연계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지이용 방안

동·식물의 건강 개선

• 동·식물의 병해충 및 질병 예방·모니터링·제어·관리 수단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 개발
• 기존 식물보호제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대안 제시
• 동·식물의 건강과 생산 방식 간의 연계성 파악

통합적인 생태적 접근

• 생태계 탄력성(resilience)을 제고하는 생물다양성의 기능 규명
• 유기농업과 같은 농법들의 개발·시험·실증

농촌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지역경제의 동태성(인구변화, 지역 간 연계성 변화 등) 파악
• 지속가능한 유통 시스템 수립
• ICT 기술 적용 방안 수립

농촌 지역에
인적·사회적 자본 구축

• 농업인의 기술 수준 조사
• 농촌 지역 인적·사회적 자본 구축의 장애 요인 파악
• 지식 및 혁신 시스템의 역할 규명

❍ 유럽연합은 2013년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R&D 투자전략인 ‘Horizon
2020(2014~2020)’을 수립하였음.
- Horizon 2020의 3대 중점과제는 ⅰ) 우수과학 육성, ⅱ) 산업적 리더십 강화,
ⅲ) 사회적 현안 해결이며, 이 중 사회적 현안 해결에 대한 실천전략 중 하나로
‘식량·식품안보,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해양연구, 바이오산업’을 제시
하였고, 미래 식량·식품자원 확보를 위한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연구를 강화
하였음.
- 2018년 6월 EU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 이후의 투자전략인 Horizon Europe(2021-2027)
수립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Horizon Europe 수립안에서 식품･농업･농촌개발･바이오경제에 관한 예산액은 100억
유로로 현재 Horizon 2020 관련 예산에 비해 2배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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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식] 유럽연합 농업의 연구 및 혁신은 대부분 Horizon 2020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EU집행위원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이후
EIP-AGRI)’ 설립을 통해 상호적 혁신 모델※(interactive innovation model) 적용을 확대
하고 있음.
-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도 각 회원국에 지식 교환과 혁신의
방법과 혁신 주체들 간 소통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농업인과의 감을 통한 상
혁신 방 을 의미, 연구자-현장과의 연계성을 화할 수
.

※

교

향식

식

강

있음

- Horizon 2020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Multi-Actor Approach, 이후 MAA)의
프로젝트 수행(180개의 프로젝트, 10억 유로의 예산)과 주제별 네트워킹(thematic
network)을 통해 EIP-AGRI를 지원하고 있음.
AA 방 의 프로 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하고 는 문제 의 해결에 중하는
.

※M 식

젝트

직면 있

들

집

것임

-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900개의 운영그룹※(Operation al Group)에
대해 재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운영그룹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MAA 방식 혁신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운영그 은 농업인 연구자 수 기업인 GO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돼 으며, 주체 간
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지 을 최대로 활용하여 프로 의 목적을 실현하고, 경 을
공유하며, 성과를 전 하는 기 을 .

※

교류

룹

･

･교 ･ ･N
식
파 능 함

젝트

있

들
험

- MAA 방식의 프로젝트와 운영그룹 결과는 의무적으로 EIP-AGRI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
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유럽연합의 농업 연구 및 혁신 추진방식❙

- 32 -

⎗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2019.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 일본 농림수산성은 내각부의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을
기반으로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을 발표하였음.
❍ 현재 일본 농림수산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가 주요 과제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 농업 과제와 해외 및 타 분야
동향을 기반으로 일본의 강점을 살린 연구·개발이 필요함.
❍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에서는 세계시장 확보와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 ‘스마트 푸드 체인’, ‘육종(育種)’,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4가지
분야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사이버 기술’과 ‘피지컬 기술’을 융합시킨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본 연구·개발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기대됨.

- (이노베이션 시스템) 1) 이노베이션 대상을 식품, 스마트 푸드체인, 육종, 바이오소재·
바이오매스 4가지로 중점화, 2) 국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민간이 협조
하여 질 높은 빅데이터 형성 및 축적 진행, 3) 연구개발 플랫폼※을 형성하여
빅데이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기업 등이 활용 가능한 환경 조성, 4) 각각의
플랫폼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상승효과 발휘

※ 지역 및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교환형 플랫폼’으로, 이용자 사이에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형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 [식품] 의료와 식품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산·유통·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짐.
- 의료·식품 데이터 플랫폼은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정보를 기반으로 체질 정보,
식단정보, 품종, 식단 성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 피드백함.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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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 체질에 맞는 식품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음. (생산자) 수요에 맞는 효율적
이고 기동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며, (유통업자) 각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유통이
가능해짐.
❍ [스마트 푸드 체인] 생산부터 유통·가공, 판매·소비 단계를 연결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통해 누구나 농업현장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으며, 니즈에 맞는 생산과 유통 실현이 가능함.
- 생산데이터, 기상데이터, 유통·가공데이터, 판매·상품 데이터, 소비자 행동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스마트 푸드 체인을 형성함. 농업 데이터 플랫폼(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데이터와 기상, 토양, 시장 등에서 데이터 수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해짐.
-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고도의 생산·유통·판매가 가능하고, 개개인의
소비자에 맞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짐.
❍ [육종]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AI 육종 시뮬레이터·육종장을
활용한 육종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나 농업현장에서 원하는 품종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생산하고 민간 육종을 활성화함.
- 육종 플랫폼을 민간기업, 공공시험, 개인 육종가 등이 이용한 후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육종을 시행함. 육종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육종
규모는 수십 배로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품종을 단기간에
개발함.
❍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바이오소재 개발 및 생산 플랫폼 구축하여 지금까지 사용
하지 않았던 농림수산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환경보존에
공헌함.
- 기존의 연구개발 자료가 있는 누에나 바이오매스 자원을 기반으로 ICT·AI·
로봇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 소재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자원 활용 영역을
확대함. 친환경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농산어촌 지역 환경보호에도 공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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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환경] 기업의 도전 촉진, 농업인과의 연계 강화, 성능·비용·품질을
의식하고 타 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한 연구개발을 시행함. 또한, 농업현장과 지역
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함.
- 미국의 DARPA 그랜드 챌린지(DARPA Grand Challenge)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도전과 혁신기술 개발·실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함.
- 유럽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를 참고하여 농업인이 연구자에게 부담
없이 혁신 기술 도입·개선 등에 대해 상담·제안·현지 시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나 내각부 제도를 참고하여 전략
설정, 경영 강화, 정부부처·산학관 연계 연구를 가속화함.
- 농업인 현장 데이터 및 공공시험 지역 데이터를 농업인 등의 협력하에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WAGRI)에 접속하여 이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를 촉진함.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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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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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2019년 8월 21일
‘좋은농협위원회’ 특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회의
에는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앞으로 논의할 핵심 의제를 선정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좋은농협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
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
겠다”며 “다양한 세부의제를 다루기보다 총선 전까지 확실한 개혁안 몇 개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혀
-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 “농협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이 힘 있는 소수와 경쟁
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받은 평가는 냉혹했다”며 “좋은 농협은 농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농협이라는 관점에서 농협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
❍ 농특위 산하 좋은농협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 등 두 개 분과로 세분하고
1년간 추진할 각각의 핵심의제를 선정
- ‘조합 분과’는 자주적 협동조직이자 판매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중앙회 분과’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
❍ 이와 함께 농협조합장 선거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통과 촉구안※’을 2019년 9월
열리는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는 등 농협 선거 관련 사안※※도 논의

※ 촉구안은 농협 조합장 선거 운동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책선거가 이뤄지도록 ‘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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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9년 9월 5일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과
(사)농어업정책포럼 등 농업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농협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
할 예정
자료: “농특위, 농협회장선거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추진”(KBS, 2019.8.22.),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선거로 가닥?”(농촌여성신문, 2019.8.22.), “농특위, 농협회장선거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추진”(연합뉴스, 2019.8.22.), “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협
조합장 선거 규제완화 논의”(이데일리, 2019.8.22.), “농특위, 농협개혁 혁신방안
마련에 ‘시동’”(농축유통신문, 2019.8.23.), “농특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편 추진”(한국농업신문, 20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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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 : 통계청(2019.8.22.)

소득 동향
❍ [2019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0만 4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
(실질 기준 3.2% 증가), 경상소득은 4.2% 증가, 비경상소득※은 44.6% 감소
경조소 ,
수 및 실비보
등 비경상적 수입

※

득 퇴직 당

험 탄 금액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금액
구분

2018.2/4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상대표준오차(

※

2019.1/4

4,530.5
4,826.3
4,492.9
4,802.9
3,031.4
3,220.8
925.0
892.2
23.3
16.5
513.2
673.4
37.6
23.4
3,588.4
3,748.0
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R

증감률
2019.2/4
4,704.2
4,683.3
3,169.2
908.5
24.9
580.8
20.8
3,684.0

구성비
100.0
99.6
67.4
19.3
0.5
12.3
0.4
-

2018.2/4

2019.1/4

2019.2/4

4.2
6.3
5.3
3.8
34.4
16.6
-68.6
1.4

1.3
1.7
0.5
-1.4
-26.0
14.2
-43.5
-0.5

3.8
4.2
4.5
-1.8
7.0
13.2
-44.6
2.7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 [2019년 2/4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132만 5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 유지,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942만 6천 원으로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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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 경상소득) 132만 5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 (5분위 경상소득)
937만 7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2% 증가※※

※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15.8%, 9.7% 증가
※※ 근로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4.0%, 23.4% 증가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구분

2019.2/4

소득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06명
2.39명
2.91명
3.20명
3.36명
3.45명
53.4세
63.8세
53.3세
49.7세
49.6세
50.6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704.2 3.8 1,325.5 0.0 2,911.1 4.0 4,194.0 6.4 5,660.4 4.0 9,426.0 3.2

경상소득

4,683.3

4.2 1,324.7

3,169.2

4.5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908.5 -1.8
24.9

7.0

580.8 13.2
20.8 -44.6

0.3 2,906.5

4.2 4,170.1

6.3 5,634.4

3.9 9,377.1

4.2

438.7 -15.3 1,665.1

0.6 2,751.0

6.2 4,108.9

8.8 6,879.0

4.0

224.8 15.8

639.2 10.1

9.1 -37.6

19.1 36.4

652.1

9.7

0.7 -80.0

583.1

4.6 -55.6

비소비지출

1,020.2

8.3

처분가능소득

3,684.0

2.7 1,049.4 -1.3 2,332.5

276.0

5.5

7.8

578.6 11.8

837.9

4.1

24.1 42.9

984.1 -16.6 1,855.6 -0.5
21.0 -18.1

51.2 13.2

8.9

520.2 18.2

591.2 23.4

23.8 22.7

26.0 19.0

48.9 -63.1

557.1
857.6

2.2 3,336.4

8.6 1,213.1 10.9 2,174.5

6.2

5.8 4,447.3

2.3

2.2 7,251.5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비소비지출 동향
❍ [2019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102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3% 증가※
이자비용, 경상조세, 연 기여 , 사회보 , 가구간 이전지출은 각각 12.4%, 10.7%, 7.8%,
7.3%, 7.1% 가

※

증

금 금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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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금액
구분

2018.2/4

2019.1/4

비소비지출
942.1
1,078.3
경상조세
156.3
202.6
※
비경상조세
6.2
14.2
연금
145.4
153.0
사회보험
155.9
159.9
이자비용
103.0
112.4
가구간이전지출
257.8
308.2
비영리단체로이전
117.7
127.8
상대표준오차( 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

R

증감률
2019.2/4
1,020.2
173.0
6.4
156.7
167.3
115.7
276.0
125.1

구성비
100.0
17.0
0.6
15.4
16.4
11.3
27.1
12.3

2018.2/4

2019.1/4

16.5
23.7
-52.7
10.0
14.6
26.5
25.4
2.8

8.3
-0.1
-6.8
9.1
8.6
17.5
8.9
14.9

2019.2/4
8.3
10.7
3.9
7.8
7.3
12.4
7.1
6.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 [2019년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86만 6천 원,
(5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459만 1천 원
- (1분위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1.9% 증가※, (5분위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분기 대비 3.3% 증가※※

※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33.5%, 23.2% 증가
※ 근로소득, 재산소득은 각각 18.5%, 41.2% 감소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2.0%, 4.8%, 40.5% 증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단위: 천 원, %, 전년 동분기 대비)❙
구분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2019.2/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438.4 4.2 865.7 1.9 1,639.5 4.6 2,190.1 4.7 2,902.4 5.4 4,591.4 3.3
1,878.3 5.0 363.4 -18.5 1,251.0 12.1 1,673.0 3.5 2,392.0 12.6 3,709.4 2.0
532.0 -1.9 231.2 23.2 312.4 -15.2 476.7 9.2 516.7 -20.4 1,122.3 4.8
13.3 9.2
3.6 -41.2
5.2 -23.2
13.8 123.9
12.3 13.2
31.5 1.9
199.5 25.2 245.2 33.5 167.5 25.7 171.6 16.3 163.4 5.8 250.0 40.5
109.2 0.9
90.2 -7.0
70.7 -23.8
92.5 -12.2 161.5 33.6 130.7 4.5
294.2 9.0
69.7 -2.8 167.3 11.7 237.3 7.0 343.6 12.1 652.4 8.9

※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처 능 득
처 능 득
처 능 득=근 득
득
득
득
득
금 초 금
혜금 금환 금
금
험

주 1) 균등화 분가 소 : 가구의 분가 소 /
가구원수
・ 분가 소
로소 + 사업소 + 재산소 + 이전소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
2) 공적이전소 : 공적연 , 기 연 , 사회수
, 세
급
3)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 , 사회보

Wave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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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