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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2020년 예산 편성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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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2020년 예산 편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4.)

개요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추진 위해 2020년 예산안 2477억 원 편성, 2019.9.4.] 스마트
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477억 원을 편성

※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을 보급※※하면서 2018년부터 ‘스마트
팜’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팜’ 보급실적(누계): (온실) 2014: 405ha → 2018: 4,900 / (축사) 2014: 23호
→ 2018: 1,425

주요 내용
❍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
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농업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2019년 대비 859억 원이
확대(2019: 1,618억 원 → 2020: 2,477억 원)
- 특히, “스마트농업 정보기반(플랫폼) 구축(47)”,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45)”,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39)”,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6)” 등 신규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여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1.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과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 농식품부는 2018.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1·2차 공모를 거쳐 경북(상주), 전북(김제),
경남(밀양), 전남(고흥)을 선정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며, 세 가지 핵심
시설※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2022년, 500명)과 현장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팜’ 기자재,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

※ ①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② 임대형 ‘스마트팜’, ③ ‘스마트팜’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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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혁신밸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시설의 연차별 소요예산(1년차
40%, 2년차 33.3%)을 반영(2019: 478억 원 → 2020: 843),
❍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를 1차 조성지역(경북, 전북)에 조성(신규, 39억 원)할 계획이며, ‘스마트
팜’ 분야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등 농식품 전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
하기 위해 중앙 기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신규, 47억 원)
❍ 또한, 영세한 ‘스마트팜’ 기자재 업체들이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컨설팅) 및 시제품 검정비용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신규, 45억 원)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상호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유지관리
편의 등을 위해 시설 원예분야 22종에 대해 국가표준 제정(2018)

2.

시설원예 중심에서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 그간 노동집약적이고 경험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주산지 중심의 데이터 기반 영농
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확대(2019: 30억 원 → 2020: 88)

※ 노지작물이 집단･단지화된 지역(2개소)에 현장 실증이 가능한 장비를 집중지원하여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 스마트 축산단지※를 올해(2019년) 한우(경북 울진), 돼지(강원 강릉), 낙농(충남 당진)
등 3개소 선정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악취 민원빈발
지역이나 시설이 노후화된 축산밀집 지역을 친환경적인 축산단지로 개편할 계획
(2019: 79억 원 → 2020: 225)

※ 개소당 10ha 내외로 시설 노후화가 심해 축사 재건축이 필요하고 소규모 농장이 집적
되어 개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가에게 새로운 사육기반 조성(2년차)

❍ 또한,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농업용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신규, 6억 원)
3.

기존 노후화 단지·시설 스마트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

❍ 기존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확산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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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원예 시설단지를 스마트화하여 기존 농업인의 생산기반을 개선할 계획
(2020년, 28억 원)
❍ 축산농가에는 온·습도, 악취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제어기, 가축의 운동량과
체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생체정보 수집장치,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CCTV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축사 도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2019: 713억 원 → 2020: 1,029)
❍ [향후 계획]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농가의 ‘스마트팜’
경쟁력 향상과 함께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편성된 농식품부 ‘스마트
팜’ 관련 2020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2019.12.2.)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본
편성방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사업 농식품부 2020년 예산안 현황(단위: 백만 원)❙
구분

혁신
밸리
관련

보급
사업

핵심
시설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임대형 스마트팜
• 스마트팜 실증단지

기타
기반
온실
축산
표준
확산

•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
소계
•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축사시설현대화(ICT 시설지원)
소계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
농업 • 스마트축산 ICT 단지조성
•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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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B-A)
5,198
9,704
21,582
3,898
4,665
45,047
△4,200
△12,149
31,612
15,263

2019년(A)

2020(안)

12,190
16,400
19,227
47,817
7,000
24,769
71,294
103,063

17,388
26,104
40,809
3,898
4,665
92,864
2,800
12,620
102,906
118,326

-

4,500

4,500

순증

3,000
7,875
10,875
161,755

8,840
22,500
630
36,470
247,660

5,840
14,625
630
25,595
85,905

194.7
185.7
순증
235.4
53.1

%
42.6
59.2
112.2
순증
순증
94.2
△60.0
△49.0
44.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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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자료 : 일자리위원회·고용노동부(2019.9.3.)

개요
❍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2019.9.3.] 고용노동부는 2019.9.3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추진 방안」 추진체계❙
비전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목표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지역 일자리 문제

기본방향

지역 주도·중앙 지원·인프라 구축

주요 정책 과제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인프라 구축

•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신설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협업
프로세스 강화(고용정책심의회)
• 지역 고용 역량 강화
• 지역 주도 고용정책 우수사례 확산

• 지역 고용 버거넌스 정립(지역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 산업연계 강화
및 운영합리화)
• 지역 고용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

<1>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운영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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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 발생 후 특정 지역을 특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상시 사업으로 운영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
❍ 지원대상은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추가로 지원

※ (예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 지역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

❍ 기존의 청년 지원, 재직자 지원, 기업 지원처럼 대상이 특정된 사업과 달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지원대상, 전달 체계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 가능※

※ 전 연령 노동자 및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기업,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유연하게 지원 가능

❍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연합체(컨소시엄)도 지원※할 수 있으며,

※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일자리 권역, 산업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훈련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등 지역고용 기반 등을 감안, 광역-기초 간 연합체(컨소시엄) 우대

- 취업자 수 급감과 대규모 구조조정, 일자리·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
되는 지역을 지원

※ 예시)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3%p 이상 낮은 지역(고용보험),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지역(지역별 고용조사) 등
<2>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이하 공시제)」 활성화
❍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자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확대

※ 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및 공표, 국가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통해 시상하며, 수상 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80～40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80∼300백만 원)에 차이를 두고 지원 중

❍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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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중앙 지원 강화

<1>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과정 구축
❍ 노사 대표, 고용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지역고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고용정책 심의를 활성화(「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 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산업계 의견 수렴, △지역 일자리
문제 발굴 및 시범 운영(Test-Bed), △우수사례 전달 체계 등에 활용할 계획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2019년 8월 현재 전국 66개 구성

<2> 지역고용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도 고용정책의 우수 사례 확산
❍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고용 전문가를 연결하여 자문단 협의회를 운영
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문 활동비를 지원

※ 지역별대학과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자치단체, 고용노동부지방관서등의추천으로구성

❍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통해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고용정책의 우수사례가
일회성 홍보로 끝나지 않고 축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 상담에 활용

※ 지역 고용정책 실무 전문 상담, 지역 고용 통계 활용방안, 이(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실무 교육

3.

지역고용 기반(인프라) 구축

<1> 지역고용 협의체(거버넌스) 정립
❍ 「지역고용 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고용 협의체의 최상위기구로 운영

※ ▴(위원장) 자치단체의 장, ▴(위원) 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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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과 훈련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 예) ▴국비 지원 30억 원 이상 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 지역 주력산업(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2019년 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

※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노사단체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현황❙

권역

주요 업종

수도권
‧
강원

• (서울) IT-SW산업, 보건의료
• (인천) 뿌리산업, 자동차부품업, 항공산업, 표면처리업
• (경기) 자동차부품업, 반도체업, 자동차·전자·기계, 패키징산업, 섬유산업, 출판인쇄업 등
•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산업, 자동차부품, 의료기기제조업

충청권

• (대전) 컨택센터산업, 첨단기술산업
• (세종) 로컬푸드산업
• (충남) 자동차부품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식품업(조미김제조업)
• (충북) 바이오산업, 스마트IT산업

호남권
‧
제주

• (광주)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 (전남) 조선업, 석유화학철강업
• (전북) 농생명·농식품산업, 자동차부품업, 미래탄소산업, 정보통신업
• (제주) 관광업

영남권

• (부산) 자동차산업, 조선업, 관광·콘텐츠, 도매 및 소매, 관광·숙박 등 • (경북) 자동차부품업
• (대구) 첨단의료산업, 자동차부품업, 철강, 전자, 첨단베어링, 의료서비스
•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경남)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기계산업, 항공업

<2> 지역 고용 관련 법령 정비
❍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지역 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 추진일정: 연구용역 및 제개정안 마련(2019년 하반기) → 국회 제출(2020년 상반기)
→ 시행(2021년)
- 7 -

⎗ 정책동향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2019.9.4.)

개요
❍ [기획재정부,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9.4.]
금번 회의에서는 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➁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④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 첫째,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약 1.6조 원을 마련하여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
-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에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시행 예정
-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5조 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
❍ 둘째,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 시 2020년 투자분,
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 유도
- 2020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 추진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의 한시적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 도모
❍ 셋째,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에도 주력
-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억 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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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햇살론 3천억 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
- 2019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 원도 조기 지급하여 체감경기 제고
-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한달 간(2019.9.12.~10.13.) 인하
하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
관광 활성화 적극 유도
❍ 마지막으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가 보완
-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천억 원 확대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정책 대응방안❙
경기 하방기스크 대응 +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 공공기관 투자 100% 집행 및
추가확대
• 민간사업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집행 밀착 지원
• SOC사업 신속 집행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

• 소비 인센티브 등 통해 소비심리
제고
• 가계 소비여력 확충 및 자영
업자 등 경영부담 완화
• 깨끗·알뜰·찾아가는 “3대
관광활성화 지원

•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및 분야별
대책 신속 마련
•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추가 공급
• 환변동보험료 할인 확대 등 수출입
기업 부담경감

+
적극적 재정집행

•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최대 집행 추진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규 경제활력 보강 사업 적극 발굴·집행

- 9 -

⎗ 정책동향

성장동력 발굴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개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9.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 발굴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개최, 2019.9.4.]
향후 과학기술·경제·사회 변화 및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래 시장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현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성장동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성장동력
신규 아이템 발굴을 착수,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동력 발굴 TF'를 발족하고 2019.9.4일 첫 회의를 개최
<‘성장동력 발굴 TF’ 개요>
◈ (구성)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규 아이템 기획·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산·학·연
전문가와 더불어 미래예측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로 총괄위원회를 구성
-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에 3개(생명·바이오, 생활·환경, ICT·기계)
분과위원회 구성
◈ (역할) 직접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전문가 수요조사로 수집된 아이템도 검토하여 후보
아이템을 선별하고, 선별된 후보 아이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2019.10월 예정) 결과를 종합
하여 최종 아이템을 선정(2019.11월 예정)하는 역할을 수행

- (추진 배경) 최근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개인의
광범위한 수요가 주도하는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동력의 씨앗을 지속적
으로 발굴하여 키워나갈 필요
- (주요 내용) ① 성장동력 정책 및 TF 운영계획 발표·공유, ② 중장기 대한민국
미래와 시사점 발표·공유, ③ 신규 아이템 발굴 논의 등
- (추진 계획)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웰빙·여가 등)에 따른 새로운 국민·사회의 수요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미래 유망 제품/서비스를 도출하고, △기초·원천 R&D 투자 및
소재·부품·장비 연계 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수요
창출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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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자료 : 법무부(2019.9.3.)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2019.9.3.] 최대 5개월까지 체류
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9.3일 입법예고, 2019.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
- (개정 이유)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
- (개정 내용)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
- (기대 효과)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 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계절근로 외국인 운영현황(단위: 명, %)❙
배정

구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자체
1
8
24
44
54
131

운영
인원수
19
261
1,547
3,655
4,211
9,693

지자체
1
6
21
42

70

인원수
19
200
1,085
2,824
진
4,128

지자체
0
2
6
18
행
26

이탈
인원수
0
4
18
100
중
122

불체율
0
2%
1.7%
3.5%

3.0%

추석 명절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및 판촉 행사
자료 : 행정안전부(2019.9.4.)

❍ [행정안전부, 추석 명절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및 판촉, 2019.9.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여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3조 원으로 확대 추진 중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20. 관계부처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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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이번 추석맞이 지역사랑상품권 특판 행사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2019.9월까지 할인율을 5 → 8%, 개인 구매한도도 월 30 →
5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인제는 6 → 10%, 고성은 3 → 5%, 경기도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할인율을 6 → 1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포항시는 9월 한 달간
할인율을 5 → 8%로 높이는 등 상품권 발행･사용지역 177개 지자체 중 107개 지자체
에서 특별할인이 시행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혁신성장 MOU 체결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9.3.)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9.9.3.]
2019.9.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3개 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추진 배경)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동반 성장
및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추진
- (협약 내용)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및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등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협력, △제도개선 및 입찰 정보공개 등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에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역량지원, 인력지원, 복지지원 사업에 협력, △협력사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보 지원에
협력,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사업 홍보에 협력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9.2.)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2019.9.2.] 미국의 對중국 3,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對미국 75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의 1단계 조치※※가
2019.9.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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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김용래 통상차관보,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
자동차･기계 등 8개 업종별 협단체
※※ (美 → 中) 3,000억 달러에 15% 관세부과 (2019.9.1일 3,243개, 12.15일 555개 품목)
※※ (中 → 美) 750억 달러에 5∼10% 관세부과 (2019.9.1일 1,717개, 12.15일 3,361개 품목)
- (미중 무역분쟁 우려)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 미중 상호 관세
부과조치※와 마찬가지로 2019.9.1일 상호 신규부과된 추가 관세도 우리 수출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미중 분쟁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져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중 간 2019.9.1일 이전 관세부과 조치 현황
(美 → 中) 500억 달러 25% 관세부과(2018.7.6., 8.23.), 2,000억 달러 10% 관세부과(2018.9.24.)
※ (中 → 美) 500억 달러 25% 관세부과(‘18.7.6, 8.23.), 600억 달러 5∼10% 관세부과(2018.9.24.)
- (요청 사항)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부과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갈등 분야가 다양해지고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미중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
- (향후 계획)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남방·신북방국으로의 FTA 네트
워크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9.4.)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2019.9.4.~6., 서울]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며 상품시장 추가 자유화,
양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 진행

※ (참석) (한국 측) 김영만 FTA상품과장, (말레이시아 측) Sumathi Balakrishnan 다자정책
협상국 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 양국은 2019.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공식협상
(제1차 2019.7.11., 제2차 2019.8.5.～6.) 및 회기간 협상(2019.8월)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및 협상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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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시, 신남방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의 교역
다변화 기반 확보 등 말련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

※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2018년 교역액): ① 베트남(683억 달러) ② 인도(200억 달러)
③ 싱가폴(198억 달러) ④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⑤ 필리핀(156억 달러)
◈ 농업·농촌 동향

2019년 하반기 농식품 수출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2.)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하반기 농식품 수출대책 마련, 2019.9.2.]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금년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을 본격 추진

주요 내용
전략 1.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중점 추진

❍ 특정 국가에 수출이 집중된 품목과 양파 등 과잉 생산된 품목의 수출 국가 다변화를
지원하고, 신남방과 신북방 신규 시장 개척을 중점 지원
- 일본에 수출이 집중된 파프리카는 대만·홍콩의 대형 유통매장 판촉을 지원하고,
토마토는 싱가포르 등의 외식업계 수요처를 발굴하여 수출선을 다각화할 계획
-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미개척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잔여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초기 개척을 위한 진출 전략도 별도로 마련
❍ 중국에선 동북 3성 등 내륙 2선 도시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에선 소수민족 식품매장
입점을 확대하는 등 주력 국가 내에서도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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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한류·온라인 활용 K-Food 마케팅 효과 극대화

❍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동남아와 미국에서는 한류를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수입업체 대상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대상국에 맞게 전략적인 한류 마케팅을 추진
- 특히, 동남아에선 홍보모델인 아스트로와 박항서 감독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추진
❍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는 온라인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군제
등 최대 수요 시기(11월)에 맞춰 온라인 집중 판촉을 실시
전략 3.

수출농가·업체 경쟁력 제고

❍ 정착 초기 단계인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의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결성에 관심 있는 품목은 하반기에 중점 지원
❍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을 통해 구축한 새로운 수출 경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수출
현장의 시설, 원료구매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이 부족할 경우 즉시
지원할 계획
-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하여 구축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형 유통매장의 상설
판매관에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매시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채소류
기획 수출을 신규 추진
전략 4.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강화

❍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전파, 통관
애로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하반기 신선농산물 본격 출하기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배(8월~1월), 사과(10월~5월), 포도(7월~12월) 등
하반기 농산물 출하 시기에 검역과 안전성을 집중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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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2.)

❍ [농식품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 개최, 2019.9.2.] 농촌의 자율적·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시상하는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콘테스트)를 개최
(2019.8.28.)하여 4개 분야에서 20개 우수마을 선정

※ (참석) 농식품부 장관, 보령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청,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담당자 등(100여 명)

- (개최 목적) 주민 주도의 창의적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여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분야

순위

금상

은상

수상마을

주요 성과

경남 거창군
빙기실마을

•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산양삼 화분만들기, 깡통열차
투어 등 마을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캠핑장 운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마을소득 253% 증대 및 27명의 주민 일자리를 창출함.
• 주민 간 소통과 유대 강화로 2017년부터 ‘달빛고운축제’를 개최하여 마을과
마을농산물을 홍보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기관단체(9개)와 자매
결연 협약을 맺어 도농교류 활성화 및 마을홍보에 힘쓰고 있음.

충북 충주시
내포긴들마을

• 2014년 농촌체험마을 지정과 마을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농촌체험과 사과팝콘
만들기, 폴리머클레이 공예 등 특색 있는 체험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마을, 특히 지역 농산물꾸러미와 팝콘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여 특허받은 제조
방법으로 사과팝콘, 고추팝콘 등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임.
• 영농조합 법인과 마을대동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은 지역문화학교 운영에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경북 청도군
송금마을

• 청도반시를 가공한 감말랭이, 감식초 등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장, 체험장을
통해 마을소득·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마을 소재 청도군 대표 관광지인 와인터널의 방문객이 머무르며 주민 소득
증대와 연결되도록 운영함.
•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계절 축제 및 송금마을행복축제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회계와 사업회계를 분리시켜
마을사업추진과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

충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마을

• 201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시작으로 체험활동과 체험객 유치를 통해
활발하게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마을주민의 성격과 얼굴 콘셉트를
활용한 얼굴본색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사업을 추진함.
• 특수작물(머위, 곶감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체험사업, 된장 가공사업,
곶감 가공사업을 바탕으로 각종 체험마을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잘 가꾸어 놓은 마을공동체사업 인프라를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함.

소득
·
체험
동상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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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순위

금상

은상

문화
·
복지

동상

수상마을

주요 성과

전북 임실군
학정마을

•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란 마을목표
아래 마을특산물인 쌀엿, 쌀조청 등을 만들고 엿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지키고 경제공동체 활동을 위해
기여함.
•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하여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한가위 장터, 박람회, 페스티벌, 마을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마을공동체 문화를 구축함.

경북 예천군
풍정마을

• 2016년부터 매주 2회 이상 마을 주민들이 DJ로 활약하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웃고, 울고, 보듬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행복한 마을임., 현재까지 250회 이상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서울노인영화제
대상, TBC국민방송 대상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라디오로 형성된 공감대는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발전하여 마을 경관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화의 밤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영화제,
다큐멘터리 제작, 유튜브 방송 등에 도전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활력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

강원 원주시
매지3리마을

• 주민들 스스로 세시풍속과 농악을 지켜온 결과 매지농악이 무형문화재15-2호로
지정되었고 단오행사와 대보름 달맞이 축제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결속력
강화를 바탕으로 마을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
• 마을주인이 함께 농악을 즐기고 축제를 만드는 등 돌봄과 모심을 실천하는
공동체활동의 기반을 마련함.
• 주민들이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무형문화재인 매지농악이
태동한 근거지이며, 흙집학교, 박경리 선생의 토지문화관 등 명사와 명소가
살아있는 문화마을로 발전함.

경남 합천군
율지마을

• 마을의 역사자원인 밤마리 오광대의 보전을 위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보존회
(밤마리 오광대 탈출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농악, 난타,
밴드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합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킴.
•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 정체성을 향상하고자 2000년 ‘제1회 밤마리 오광대 탈춤
축제’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회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제주 제주시
귀덕1리마을

• 마을주민(출향민 포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1계좌당 매달 1만 원의 돈을
기부 받아 노인복지를 위한 정기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마을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함.
• 과거 귀덕1리에 있던 장날을 복원하여 지역민들의 화합과 어르신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상인들의 장터,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를 포함한 문화야시장을 개최하며 활력있는 마을로 발전함.

전북 남원시
노봉마을

• 소설 ‘혼불’의 배경지로 주민들이 소설 속 주인공인 효원아씨의 혼례장면을
읽고,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만들어 마을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음.
• 마을 분과(사업단)를 운영하여 수익사업은 물론 봉사활동, 마을경관유지 등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농촌공동체의 협동과 상생의 정신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마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짐.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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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순위

수상마을

주요 성과

경북 군위군
화산마을

• 마을자체 경관 가꾸기 활동, 마을경관단지(바람의 언덕)조성, 마을경관규약
실천, 화산마을 경관지킴이단, ‘화산마을 경관가꾸기의 날’ 운영 등 고랭지
채소밭이 기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마을경관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실천해나가고 있음.
• 화산마을의 자연을 담은 마을밥상 운영으로 누구나 함께하면서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보냄. 특히 마을활동이나 행사에는 정착민과 귀촌인 구분 없이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을 나눔.

경남 창원시
무점마을

• 마을 주민 한 명이 시작한 코스모스 씨앗을 계기로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이제는 왕복 6km의 코스모스 길이 장관을 이루어 2016년부터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창원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됨.
• 동판저수지 인근 개발제한으로 인한 환경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생태보존
및 환경정비라는 공동목표를 세워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인 및 새터민들과 교류하고 재능기부를 유도하여 신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

충남 서천군
느림보마을

• 마을경관을 가꾸기 위해 시작한 해바라기 꽃길 조성이 마을을 대표하는
‘흥림2리 호반마을 해바라기축제’ 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을의 경관·환경을
미래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10년의 미래약속’에 발맞춰 해바라기를
통한 소득사업도 병행하여 풍요로운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함.
• 주민들 스스로 깨끗한 경관을 가꿔보고자 마을 공터 꽃길 가꾸기 등 작은 경관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다섯골의 오지마을을 하나로 묶는 경관환경지킴이로
활발히 활동함.

제주 제주시
와흘리마을

•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지킴이와 문화
지킴이로 나누어 주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하여 와흘리마을만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관광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대함.
• 매년 음력 1월 14일과 7월 14일 마을에 위치한 본향당에서 열리는 당굿과 메밀
축제를 진행하며 와흘리만이 가지고 있는 당굿문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이색
적인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함.

전남 순천시
수평마을

• 마을주민들이 직접 황전천 둑방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산책도보로
활용하고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생태경관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특색있는 경관마을로 가꾸어 나감.
•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발효액을 활용하여 식물과 동물, 사람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자연순환형 생태농업을 추진하는 물과 빛사랑공동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그에 따른 경쟁력 있는 마을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금상

경남 밀양시
죽월마을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환경정비, 폐비닐수거, 꽃밭조성, 안전지킴이
활동 등)를 설정하여 귀농귀촌 주민과 함께 마을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함.
•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 입구 쉼터 조성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7월에는 출향민, 도농교류 기업 및 대학생을 초대하여
마을화합 한마당 잔치를 진행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함.

은상

충남 보령시
은골마을

• 2016년 보령시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참여를 계기로 마을주민이 함께 마을
청소와 꽃길 가꾸기 활동(우리마을 청소의 날, 삼거리 안전·청결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장 운영, 쓰레기봉투 실명제, 산책길 조성 등)을 하며, 마을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음.

금상

은상

경관
·
환경

동상

입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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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순위

수상마을

주요 성과
• 마을민요단, 가야금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마을 내 재능기부 동아리를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마을 박물관 운영, 마을지를 제작하며
마을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함.

동상

강원 정선군
의림길마을

• 마을발전 5원칙에 따른 주민의 자구노력을 최우선으로 마을의 교육, 문화, 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16년에는
‘의림천 생태환경 조성’과 ‘우리동네 추억의 도랑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유실수 식재, 의림뚝방꽃길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생활경관사업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연스레 마을, 학교, 사람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입선
전남 나주시
상남마을

•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하천에 돌을 이용하여 돌담길을 조성하였고 꽃잔디
식재와 안덕편백숲 조성을 위한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하고자 주1회 쓰레기 분리작업을 진행하며 매년 하천을 깨끗하게 조성함.
• 안덕마을 봉사클럽조직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으로 산책로 정비와
함께 걷기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 모악산 마실길 걷기
운동이라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 민물새우, 반딧불이, 가재가 서식할 만큼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상남마을은 다양한 경관 및 생태자원을 간직한 마을로 주민울력(주민주도형
꽃길 및 꽃동산 조성, 제초작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함.
•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노력하고 가꾼 결과 살고 싶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으며, 2010년 이후 15가구의 귀촌으로 63호가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성장하게 되었음.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5.)

❍ [농식품부,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2019.9.5.] 2019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농가로부터 2019.9.23일부터 12.31일까지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4만 톤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2018년)와 동일하게 10만 톤을 매입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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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매입시기…2019.9.23.일~12.31일※, △매입대금…벼 수매 직후 농가에게
중간정산금(3만 원/포대)을 우선 지급,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최종 정산,
△품종검정제 시행…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이외의 벼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 매입품종 이외의 벼를 수매한 농가는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논타작물재배 인센티브…‘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공공비축 매입 물량 차등 배정 및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5만 톤 별도 배정

※ 매입시기(2019.9.23.∼12.31.):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초등돌봄 과일간식 친환경 컵과일 용기 전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3.)

❍ [농식품부, 초등돌봄 과일간식 친환경 컵과일 용기 전환, 2019.9.3.]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컵)을 2019.9월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

※ 농식품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전국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함께 국산 제철 과일의 안정적
판로 확보 효과
※※ Poly Latic Acid: 옥수수 전분 원료 친환경 수지, 100% 자연분해(6개월～1년)
※※※ 자체, 과일간식 공급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단가인상 없이 친환경 용기로
전환, 이는 2019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1위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상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19.9.4.)

❍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 2019.9.4.]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2019.9.4일부터 시행
- (추진 배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2018.12.11.)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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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 명확화※, △원산지 거짓표시를
신고한 자는 최고 1천만 원까지(당초 2백만 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한
자는 최고 10만 원까지(당초 5만 원) 포상금 상향 조정

※ ‘익명’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와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를 추가
현행
구분

개정

지급기준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거짓표시
위반사항 신고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
10억원 이상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 신고자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금액
(만 원)
150

175
200
5

지급기준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금액
(만 원)
200
300
500
1,000

5
10

◈ 식품 동향

중소 식품기업 공통 수요기술개발 지원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6.)

❍ [농식품부,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9.9.6.] 중소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R&D)을 지원
- (주요 목적) 중소 식품기업들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 (주요 내용) △공고기간…2019.9.5.~10.16.※, △지원대상…주관연구기관(대학,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소), 참여기관(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식품중소기업),
△지원내용※※…연구기간 1년 이내, 연구비 1억 5천만 원 범위 내, 12개 내외 과제 지원

※ 신청･접수기간: 2019.10.8.(화)～2019.10.16. 18:00까지
※※ 1년 내 상용화하여 기술전수가 가능한 기업간 공통 수요 기술개발 지원 단순
메뉴개발, 유통･판매기술, 개별 기업별 제품개발 기술과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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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 중소기업 공통수요 기술개발 지원 계획>
◈ (사업목적) 대학, 출연연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식품 R&D가 시급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기술 수요를 발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전수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2019년 총 18억 원(과제당 연구기간 1년, 출연금 1.5억 원 이내)
◈ (지원분야) 단순 메뉴개발, 유통 및 판매기술은 지양, 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
개선 등 현장애로 해결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자격요건) 반드시 대학 또는 연구소가 주관하고 관련 식품분야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대학, 출연연, 지자체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협동연구기관으로 사업화·현장적용을
수행할 식품 중소기업 3개 이상을 반드시 연구에 참여

◈ 축산 동향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6.)

❍ [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2019.9.6.] 2020.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
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

※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억 원이 반영

- (현황) 2019.8월 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 9월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19년 중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
- (지원 내용) 금번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

※ 기계･장비 지원: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 교반 장비(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등의 구입자금 1개소당 최대 2억 원
※※ 살포비: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인 1ha당 20만 원
-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하여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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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중소 농가의 축사 내 가축분 퇴비의 부숙 및 농경지 살포 지원,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및 축산 악취저감
◈ 암모니아는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434만 2천 톤) 중 28만 8천 톤(6.6%)이며, 이 중 농업 부문
에서 23만 1천 톤(축산 21만 7천 톤, 비료사용 20천 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국립환경과학원, 2016)
◈ 가축분뇨의 적절한 퇴비부숙 관리 시, 분뇨 내 질소 함량이 60%이상 감소하고 부숙※과정을 통해
암모니아(NH3)는 질산(NO3-) 이온으로 분해되어 암모니아 농도가 66% 감소(3.53ppm → 1.2)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가축분뇨 양분부하량 및 부하계수 산정 연구, 강원대학교, 2016).
※ 부숙(腐熟):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세균, 사상균, 방선균 등)에 의해 발효되어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지방, 단백질, 질소화합물 등)이 분해과정을 거쳐 안정화(이산화탄소, 물, 무기물로 전환)된
상태(퇴비: 부숙완료 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9.2.)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2019.9.2.]
2019.8.3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 (참석)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

- (지자체 집계결과, 2019.8.15.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
(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
- (추가 이행기간)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2019.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제외대상: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고 올해 2019.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2019.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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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9.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
◈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
◈ 셋째,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 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
하고 관리

- (관리방안)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이행기간(2019.9.27일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

구제역 백신접종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6.)

❍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백신접종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2019.9.6.]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구제역
백신접종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9.2일
부터 시범 운영※※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 시범운영(2019.9～10월) → 문제점 개선(11월) → 정상 운영(12월)

- (주요 목적) 양돈농가별 백신구매 실적,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점검결과 등을 통합
전산화하여 백신접종 관리 강화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4.)

❍ [농식품부,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 2019.9.4.] 2019.9.2일부터 6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 출시

※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수의사가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 2018년 17억 원, 2019년 17억 원)하며, 2018년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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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19년은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시범지역 외 수의사 젖소 진료 허용
등 농가 불만족 사항을 개선한 보험상품을 출시

※ (시범지역)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 개선사항>
◈ (1. 젖소: 보험료 인하 및 진료수의사 확대) △보험료 인하※(농가부담 10만 원 → 6.6만 원),
△시범지역 이외 수의사도 진료 가능
※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병 보장(임신진단, 난임처치, 자궁세척, 난소낭종, 난산처치)
◈ (2. 보험상품 판매 개시시기) 2018.11.→ 2019.9.(2개월 단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2./9.5.)

❍ [농식품부, 추석 전후 전국 공항만 일제 점검 및 캠페인 실시, 2019.9.2.] 추석 전후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
- (주요 내용) △휴대폰 검색…검역탐지견 기동 배치(김포공항, 인천항) 및 축산
관계자(외국인은 개장검사)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색 강화, △홍보 캠페인…주요
공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일제 홍보 캠페인(2019.9.10.), △맞춤형 홍보…지하철
역사, 공항리무진 버스 모니터, KTX역, 터미널, 인터넷 이주민방송(Mntv) 16개 언어
홍보 영상 광고(9월) 등, △현장점검…전국 국제공항만 국경검역 추진 실태 점검
❍ [농식품부, 추석 대비 ASF, 구제역 예방 위한 양돈농장 등 일제소독 실시, 2019.9.5.]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과 귀성객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농장 내로 유입되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석 대비 양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과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캠페인을 실시
- (주요 내용) △우선 추석연휴 시작 전인 9.10일, 9.17일에 전국 양돈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청소·소독을 실시, △민관합동※으로 전국
공항만, KTX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여행객, 귀성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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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이슈 브리프 1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2019.9.3.)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19.9.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는 2019.9.3일 새로운
농정 틀에 맞는 예산구조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 (개최 목적) 농정의 틀 바꾸기 위해 농정 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
- (주요 내용) 농정예산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 △주제 1…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정 예산 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 △주제 2…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요 논의 내용
❍ [주제 1…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정 예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구조개편의 방향
및 과제 발표
- (농정 예산구조 개편의 필요성)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예산
집행방식의 문제, △지방농정의 가능성 제약으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
- (구조개편의 방향) △예산 목표는 공익적 기능 제고를 농정목표의 중심으로 제시,
△예산집행 방식은 기준에 따른 보편적 지불 중심으로 제시. △정책형성과 집행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분담체계 정비로 지방농정의 공간 확대 제시
- (구조개편을 위한 과제) △공익기여지불제 도입, △공익기여정도 제고, △재정구조
개편과 규모 확대, △농정 전달 및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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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
- (연구목적) 충청남도가 집행한 일반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충청남도 고유
사업을 토대로 정책추진체계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지방농정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정책시사점을 도출
-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 개수가 점차 증가, 관리감독 및 정책성과 달성 힘든
구조,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사업과 정책 우선순위 변동, 정책 불확실성 가중,
△담당자 역량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구조
- (포괄보조사업) △당초 정책 목적, 취지, 방향이 사업 추진과정 상에서 변질,
△국고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 간 추진방식과 추진내용 차이점 부재, △지방
농정의 저해요인이자 발전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 존재
- (지방고유산업) △농지 실제 소유자와 경작자 불일치로 헌법과 농지지배구조의
근본적 한계 노출,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마을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로서 오류 발생 가능, △농업인 스스로 이행사항 활동에 필요한 사전 교육 부재,
제재할 수단과 기준 부재
❍ [토론자 1…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침몰하는 농업·농촌과 갈수록
소외되는 농업예산을 지적하면서 현장 농민이 느끼는 농업 정책 필요성 제시
- 사업 수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이 반영되고 사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농정 구현
-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농기자재 및 시설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경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 이행 점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토론자 2…장영수 부경대 교수] 수산재정 구조 특징과 향후 과제에 논의
- 어촌어항활성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어업인소득안정지원 등 생산기반시설에
70% 예산 집중
- 유통, 가공, 소비, 서비스 부문 재정 투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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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어민 소득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사업 부족
-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굴을 위한 재정사업
필요
❍ [토론자 3…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발제자료에 대한 의견 제시
- 주제 1에서 제시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은 향후 농정 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직접지불제의 개편을 함에 있어서 대상과
수준,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주제 2에서는 향후 농업·농촌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부딪치게
될 현실적 문제를 제시함.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농업·농촌 분야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시
❍ [토론자 4…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정예산구조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및 추가적인 검토사항 제시
- (문제점 지적 사항) △농정의 목표와 농정예산의 구조가 적합하게 일치되고 있는가,
△지방농정에서 담당자가 적어 사업 추진 애로, △자체자원 부족으로 지방농정
위축, △공모제 방식의 합리성 부족 및 정치성 심화, 지방지원 농정사업의 성과
관리 부족, △융자사업이 연간 2조 8,500억 원 이상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보완 및 검토사항) △직불제 예산(기여지불금) 확대 방향 및 가능성 검토, △아젠다
방식의 계약협약에 의한 포괄지원방식이 좋은 방안인지 현실적 가능성 의문,
△균특회계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파악 시급,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 방안 적극 모색
❍ [토론자 5…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부담 존재하고 농업·농촌에 지속가능한 농정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토론자 6…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공익형 소득안정제로 전환이 진행에
있으며 직불제, 혁신성장, 지역개발에 재정 지원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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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 동향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특위)가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019년 9월 3일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농정예산과 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농특위는 이날 제시한 방향 등에 따라 2020년 초까지 농식품부·해양수산부(수산부문)
예산구조와 규모, 집행방식 등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
❍ 이명헌 교수(인천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적 기능 제고를 농정목표의 중심으로
두고 △정책기준에 따른 보편적 지불을 중심으로 한 농정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된 농정을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개편해야 할 것도 제안

※ 주제발표: “농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

- 또한, 농가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직접 지불한다는 뜻을 담은
‘직불제’라는 명칭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할 때
농업인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명료히 하기 위해 직불제라는
명칭을 ‘공익기여지불’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부연 설명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충청남도※※ 농정사례를 들어 현행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주제발표: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남도의 경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2017년 최초 시작해 충남형 농업직불금인 농업
환경실천사업을 실행한 바 있음.

-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에 문제가 불거졌고, 사업대상자가 직불금을 왜 받는지
이해가 부족하고 부재지주 문제, 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현장 농업인의
의지와 제도적 법률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1980년대 말 이후 한국농정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온 힘을 쏟았지만 농어업 생산의 규모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반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했고 양극화와
환경파괴 등 새로운 문제도 야기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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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산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혀
- 또한, “새 농정은 농어민에게 까다로운 교차준수 의무를 요구하며 농정예산의
전환과 증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농정이 소수의 상층 농어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 최종안에서 농식품 분야 예산이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농업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되지 못하는 사태로
농업은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농특위의 중요성을 강조
❍ 김종회 의원 역시 현 농업예산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동조,
“농업예산 이대로 괜찮지 않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그런 큰 틀이 잘 이행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공익형직불제 실현으로 농업인은 준공무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
❍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익형직불제 2조 2천억 원의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직불제 예산 증액으로 정부의 혁신성장과 지역개발 예산 등
줄어드는 부분은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
❍ 강경표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장은 “농업 분야의 당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얼마나 책정할지, 농업의 다원성·공익성을 (재정에) 고려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언급
자료: “김현수號 출범…뒤틀린 농업정책 해결할까?”(KBS, 2019.9.4.), “농정예산
구조 바꾼다”(내일신문, 2019.9.4.), “농정예산 증액 위해 ‘국민’ 공감
얻어야”(농촌여성신문, 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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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주요 산업의 5G 활용방안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G
활용방안”(이슈분석, 제765호, 2019.8.30.)에서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5G 융합산업 규모>
❍ [5G 융합산업 규모] 세계 1.3조 달러(2026년), 국내 42조 원(2030년) 예상
- (세계) 주요 산업과 5G의 융합산업 규모는 2026년 1.3조 달러로 전망, 특히 에너지·
설비, 제조, 보안·안전, 헬스케어, 운송 등 5대 산업이 5G 융합시장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큰 잠재력 보유,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솔루션 등 콘텐츠와 플랫폼이
80% 이상을 점유하여 고부가가치 분야로서 중요성을 시사
❙세계 5G 융합산업 규모 전망(2026년)❙
농업

↘

- (국내) 10개 주요 산업과 5G 융합으로 2030년 42조 원의 가치 창출 예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5G 융합도 제조업 분야의 잠재력이 막대할
전망, 특히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국내 5G 융합산업 규모 전망(2030년)(단위: 조 원)❙
제조

자동차

금융

미디어

헬스케어

운송

유통

에너지

보안

농업

이른 추석

7.3

5.6

3.6

2.9

2.8

2.5

1.1

0.72

0.26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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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 5G 활용방안>
❍ 각 산업은 5G의 활용을 통해 단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달성
가능
❙주요 산업별 5G 활용방안❙
구분

주요 내용
• 4G 대비 에너지효율이 10~100배 높은 5G의 저전력·저비용 센서를 이용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연결 장치 확대 가능
•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과금체계 정교화
• 스마트그리드보다 작은 지역 단위의 독립된 분산 전원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 현장관리 비용 절감과 과금 정교화로 사업자의 운영비 및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설비

<5G 기반 스마트그리드 구성요소 및 체계>
지능형
검침
인프라

• 에너지 공급자-수요자 간
양방향 통신 및 원격 검침

에너지 • 에너지 생산, 소비, 분배과정의
관리시스템 통합관리
마이크로 • 작은 지역 단위의 분산 전원
시스템(에너지 자급자족)
그리드

제조

보안 ·안전

• 5G 기반 스마트공장인 5G 공장 도입으로 작업 현황의 실시간 공유, 공장 간 제조공정 연계를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
• 무선제어 작업 로봇 및 솔루션 도입으로 공정 작업효율 개선
•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시뮬레이션, 생산현장 직원 교육
• 불량률 감소 및 원가절감, 맞춤형 생산역량 강화로 매출 증대 기대
<KUKA(獨)의 무선제어 작업로봇>
<ESI(美)의 가상 엔지니어링 솔루션>

• 5G의 고용량 통신망을 통한 감시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제공과 무선 기반 착탈식 CCTV 도입
으로 보안 사각지대 감소, 범죄 발생 예방 및 민간보안 품질 제고
• 재난 상황에 대비해 드론중계국, 단말기 간 직접통신 등 다양한 형태의 통신망 제공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재난재해 지역에 5G 기반 원격로봇 투입 및 제어로 현장구호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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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도코모(日)의 드론중계국>

<MIT(美)가 개발한 원격 재난구호 로봇>

• 모바일기기로 개인 신체 정보의 실시간 확보 및 건강예측 정확도 향상
• 가능한 규제 환경하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원격진료 및 수술 적용(국내는 아직 원격
진료 미허용으로 제도적 한계 존재)
• 공공 헬스케어 비용과 소비자의 보험료 절감, R&D 비용 효율화 기대
<다빈치(美)의 원격수술 장비>

<주요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헬스케어
한국

• 2010.4월 법안 발의 후 번번히
무산되어 원격진료 미허용

미국 • 금지규정 무(無), 공공보험 적용
일본 • 2015년 전면 허용
영국 • 금지규정 무(無), 정부 주도 활성화

•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및 적재공간 관리, 교통관제 시스템 최적화 등 운송방식 혁신으로
수송효율 및 안정성 제고, 효율성 개선
• 5G 드론으로 대용량 주행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정밀한 관제 가능
<군집차량 관리를 위한 센서 위치>

<5G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운송

• 5G의 초저지연성에 기반해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 등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확산
•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등 360도 광고 활성화
• 5G 기반의 무선 4K·8K(해상도의 단위) 슈퍼HD 영상 중계
<무선 가상현실 게임>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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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V2X(Vehicle to X, X는 사람, 사물, 자동차 등 Everything을 의미)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군집주행, 물류 혁신 가능
• 가상현실 등 실감형미디어 기반의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활성화
•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가능
• 교통체증 해소, 에너지 저감, 물류 운송 효율화 기대
<5G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전방 화물차 앞의 시야 제공 예시>

금융

• 5G의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블록체인에 접목해 처리속도 개선, 다량의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안정적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3세대 블록체인 요구사항 충족
• 5G와 빅데이터, 핀테크 접목으로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기관들의 운영 효율화
및 매출 상승 기대
<블록체인의 진화과정과 3세대 블록체인의 등장>
1세대 블록체인: 비트코인
• 거래 기능만 제공
• 낮은 확장성
• 느린 거래속도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3세대 블록체인: 에이다, 이오스

• 가상화폐 소유자 간 계약을 • 가상화폐 소유자 간 내부합의
중계자 없이 자동실행
기능 제공
• 느린 거래속도
• 빠른 거래속도

• 5G를 통한 가상·증강현실 쇼핑 서비스로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상의 가구
배치 등 오프라인쇼핑보다 나은 가치 제공
• 5G 무선 센서 기반의 물류 로봇 활용으로 물류 관리 최적화
<IKEA(瑞)의 VR 쇼핑>
<아마존(美)의 물류로봇 ‘KIVA’>
유통

• 1세대 스마트팜(재배환경 원격 모니터링), 2세대 스마트팜(생육 정보, 기후환경 등 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에서 나아가 에너지 최적화와 로봇 자동화 등 3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 가능
• 재배환경 원격 모니터링 및 조작, 실시간 생육 빅데이터 활용, 무인트랙터 접목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 기대
<히타치(일본)의 자율주행 트랙터>
<DJI(중국)의 농업용 드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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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업연구소의 R&D 연구계획
※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소(USDA ARS)가 발표한“2018-2020 Strategic Plan: Transforming
Agriculture”(2018)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업연구소의 R&D 연구계획
❍ [개요]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는 1953년 12월에 설립된 미국
농무부(USDA) 산하기관으로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수행함.
- 15개의 국책 프로그램에 690개의 개별연구를 진행 중임.
- 연구위원과 박사 후 연구원 포함해 약 2,000명의 인력을 운용함.
- 전미 90개소 이상의 지역별 개별연구소를 운영함.
❍ [연구예산] 2018년 ARS의 총 연구예산은 약 1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 감소함.
❙미국 농업연구소 총 연구예산(단위: 천 달러)❙
구분
연구예산
변화율

2016
1,325,865
-

2017
1,485,469
12.03%

2018
1,468,160
-1.16%

❍ [조직구성] ARS는 8개의 종합연구부서로 구성된 종합연구계획부와 4개의 광역별
개별연구소 및 농업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별연구 및 정보부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농업연구소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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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 농업연구소는 농업 R&D 관련 2018~2020년 주요 4가지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식품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영양
증진, 식품 안전성 확보

❍ 식품 생산, 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저해요인(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의 발생과정 파악 및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생산, 판매, 소비과정에서 총량 대비 약 27%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식품생산, 유통, 소비,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소비, 질병예방, 비만억제와 같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최적화
시키는 방안 및 바람직한 식품의 역할을 정립해야 함.
2.

자연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 최근 농작물 생산을 위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양이용 및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농작물 생산 및 축산을 위해 대기, 토양, 수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생태환경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3.

농작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증가를 위한 농작물 품질 향상

❍ 농작물 생산증가와 생산효율성은 식품안정성과 직결되므로 농작물의 질과 판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환경,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작물 생산을 위해 개별 농작물 특성에
맞는 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병해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과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
이고 지속가능한 병해충 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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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수산물 생산효율성 증대와 축수산 자원보호

❍ 축산 및 축산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축산효율화,
사료품질 향상, 지속 가능한 축산계획, 동물복지, 축산물 품질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임.
❍ 최근 수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수산물 생산비용 저감과 품질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증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새로운 병원균이 동물에 전염될 수 있고 이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하므로
개선된 동물질병관리 및 예방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임.
❍ 국제무역, 세계화 및 환경시스템 변화에 따른 절지동물매개체를 통한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 사람과 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의 농업 혁신 시스템 등

일본의 농업 혁신 시스템
※ OECD가 발표한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Japan”
(2019.5.)의 제5장(The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in Japan)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농업 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민간 부문 농업 부문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자재 분야(농기계, 농약)를 제외하고 여전히
공공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일본 농업혁신시스템의 주체들과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일본의 농업
혁신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기술
회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가 농업 R&D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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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연구기구(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NARO): 농식품과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 과학 연구기관임. 농업연구기구는 5개
지역 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서는 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 농업연구기관: 일본 지역별로 지방정부 산하에 농업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음.
이들은 지역에 적합한 곡물(쌀, 대두, 밀) 품종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농업지도센터: 농업지도센터 역시 지역별로 존재하며, 농업연구기관들이 개발한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교육·전파하는 기능을 함.
- 대학: 농업 관련 지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 과학 연구를 수행할 국립(혹은 사립) 대학이 존재함.
-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과 JA전농(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의 농업 R&D 활동은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일본 정부는 농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R&D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농업 부문 R&D 투자를 위한 공동 재원조달
계획 수립 과정에 농업인들을 참여시키면 농업 R&D가 보다 수요지향화될 수 있음.
또한, 공동 재원조달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농업 R&D 투자 가용액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입장에서 공동 재원조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은
크지 않음※. 따라서 생산자와 공동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요구됨.

※ R&D의 혜택은 해당 농가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임.
❍ 농업 R&D 사업의 평가는 ① 사전평가, ② 중간평가, ③ 최종평가, ④ 사후평가※ 순
으로 이루어짐.

※ 사후평가는 농업인이 신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혁신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엄격한 연구 관리는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의
지식 창출을 어렵게 하며, 민간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력 의욕을 저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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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부문 공공 R&D 투자 동향] 국내총생산에서 R&D 투자총지출액(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공공 부문이 농업
R&D 투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농업 R&D는 대부분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로젝트 단위 재원조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연구기구(NARO)를 포함한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농업 R&D 부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연구기구(NARO)는 농림수산성(MAFF)으로부터 예산의 90%를 조달받고 있음. 전체
공공 R&D 예산에서 연구기관 지원액 비중 역시 높은 편임.
❍ 최근 농업 혁신은 유전학이나 디지털 기술과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농업혁신시스템
내 주체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 연구 협력은 전문성 강화와 파급 효과 확산으로 일본의 혁신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음.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함. 그러나
일본은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농림수산업 연구 기본계획] 농림수산업 연구 기본계획(Basic Pla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은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기술회의(AFFRC)가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분야별·품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연구를 우선순위로 하며, 중장기 연구
어젠다 방향을 제시함.
-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산업-학계-정부 간 협력 연구과 관련된 32개의 우선순위(예:
ICT·로봇기술과 연계된 종자 개발, 농림수산물 밸류체인 개발)를 선정하였음.
❍ 농업연구기구(NARO)는 농림수산성이 설정한 5개년 목표에 근거하여 연간 운영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 농업연구기구 중기 계획(2016-2020)에서 우선순위는 ① 산지조직의 역량 및 관리
강화, ② 유전학과 농생명 연구를 통한 신품종과 농산물 개발, ③ 안전한 고품질의
농식품 생산, ④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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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지역 등 직불제도와 환경보전형 농업직불교부금 평가
※ 일본 농림수산성 「中⼭間地域等直接⽀払制度(第４期対策)の最終評価の概要」(2019.8.30.),
「環境保全型農業直接支払交付金最終評価(概要)」(2019.8.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중산간지역 등 직접직불제도(제4기대책) 최종 평가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생산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에서 마을 등을 단위로 농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시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면적 기준)을 교부하는 제도임. 제1기 (2000년~2004년), 제2기(2005년~2009년),
제3기(2010년~2014년)를 거쳐 2015년부터 제4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활동 실적 및 성과] 제4기 대책에서는 2만 6천 개의 협정(마을협정: 25,405, 개별협정:
553)이 체결되고 60만 명이 참여하여 66만 4천ha의 농지가 유지·관리되었음.
- (농지 감소방지 효과) 약 3만 9천ha의 경작지 포기화 방지 면적을 포함한 약 7만
5천ha의 농지 감소를 방지하여 농지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됨.
❍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 및 시정촌(기초 자치단체)의 평가] 경작지 포기 발생 방지,
수로와 농로 유지 및 관리 등의 농업생산 활동 지원 외에 농업생산체제 정비 및
소득형성, 인재확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도부현 전체와 시정촌의 99%가 본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향후 과제] 도도부현은 중산간지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① 후계자 및 마을활동 리더 등 인재 부족, ② 농촌 협동력 저하, ③ 노동력 감소
및 농업 수익 감소, ④ 행정적 부담 및 교부금 반환조치에 대한 불안이라는 4가지
사항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중점 내용>
❍ 본 제도에 의해 농지가 유지되고,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감소하여 다원적 기능이
유지 및 발휘되고 있음. 한편 더욱 효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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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후계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략을 설정
하여 마을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후계자 육성 및 외부인재 확보, 관계인구 증가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2) 농촌 협동심을 향상하기 위해 마을협정을 광역화하고 지역조성단체를 설립하여
마을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함.
- 3) 조건불리지역에서는 농작업 노동력 부족 및 농업 소득 감소가 과제임. 이를 위해
농지 규모화, 스마트 농업 도입, 고부가가치형 농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증가시켜야 함.
- 4) 본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적 부담 및 교부금 반환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 최종 평가

◈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 2011년부터 화학비료 및 농약 50% 이상 감소,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정책 평가 방향] 시행 요강에 입각하여 제3차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점검’ 및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음.
- ‘정책 점검’은 시행상황과 향후 시행의향 등을 점검, ‘효과 평가’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함.
<정책 점검>
❍ [시행상황] 2018년도 기준으로 약 7만 9천ha에서 시행 중이며, 2015년도 대비 시행
면적이 7% 증가하였음.
❍ [향후 실행 의향] 현재 교부금제도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향후 본 제도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상 유지’는 50%, ‘확대’는 47%로 나타남.
❍ [농업인 평가] 농업인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농업인의 약 80%가 긍정
적인 효과를 실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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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농업인 간에 의견교환 및 경작지 시찰이 가능하여 기술 향상으로 이어짐’,
‘교부금제도를 이용하지 않던 농업인의 새로운 참여로 이어짐’ 등의 효과가
있었음.
❙2015년도와 2018년도 시행면적 비교(단위: ha)❙
구분

2015년도
비율(%)

2018년도
비율(%)

비교
차이

대비(%)

지피작물(cover crops)※

13,150

18

18,833

24

5,683

43

퇴비 시비

16,608

22

18,316

23

1,708

10

유기농업

13,281

18

13,471

17

190

1

지역특별승인※※

31,141

42

28,845

36

△2,296

△7

합계

74,180

100

79,465

100

5,285

7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기간에 토양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작물
※※ 지역 환경이나 농업 실태 등에 따라 지역을 한정하여 지원함.
<효과 평가>

❍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가 예상되는 유기농업, 리빙멀칭 등의
활동을 농연기구가 개발한 ‘토양의 CO2 흡수 ‘가시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활동이 효과가 높다고 평가됨.
❍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예상되는 유기농업, 동절기
담수관리, 해충통합관리(IPM)에 대해 ‘농업에 유용한 생물 다양성 지표 생물
조사·평가 매뉴얼’ 등을 이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효과가 높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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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주요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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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주요 동향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발전된 국가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개도국 우대 지위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의 농업 분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인
반면, 향후 또 다른 국제 무역 협정이 타결되면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에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26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
(USTR)에 90일 시한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2019년 10월 23일까지 이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
❍ 한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WTO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얻게
됐으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수입농산품에 대한
고율(高率) 관세 부과 등 개도국 혜택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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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 변동직불금 등 1조 4,900억 원(최대 상한선)
규모의 농업 보조금, △쌀을 포함해 고추·마늘·양파·감귤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을 크게 낮춰야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도국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10% 정도의 보조금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1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도국 지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언급
❍ 한국은 농업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수산물 보조금 협상에는 별문제
없이 참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속하는 유일한
국가여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한 상황

※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
했는데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재까지 타이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4개 국가가 개도국※
특혜가 불필요하거나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2019년 10월 23일이 다가오면 개도국 지위를 내놓는 국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WTO는 회원국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2018년 기준 15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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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
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희망사항”이라고
언급하며 확대해석을 경계

※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도국 지위 문제 논의와 관련하여 특정
부처의 입장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없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신중
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2019.9.4.)

❍ 쌀은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표적 민감품목으로 꼽히지만 향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WTO
개도국 지위 고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전망
❍ 농식품부도 한국이 현실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고, 다만 농업인 반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자료: “산업부 “개도국 유지 실익 없어…지위 포기 부처 간 협의 중””(KBS, 2019.9.4.),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 “농업분야 혜택 큰 변동 없다””(동아일보,
2019.9.4.), “통상당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실익 없다””(머니투데이,
2019.9.4.),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무장해제” 농민단체, 특별법 마련·예산 확대
요구”(서울경제, 2019.9.4.),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저울질’…“실익
크지 않아””(연합뉴스, 2019.9.4.), “정부, 실익 없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조선일보, 2019.9.4.), “트럼프 트윗 한 방에 …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추진”(중앙일보, 2019.9.4.),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쪽으로 검토””(파이
낸셜뉴스, 2019.9.4.), “통상당국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 실익 크지
않아”…농민단체 반발 고심”(헤럴드경제, 2019.9.4.), “WTO 개도국 지위 결정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농식품부”(아시아경제, 2019.9.5.), “트럼프 “무역전쟁
안했으면 증시 1만P 더 높았겠지만…해야했다””(연합뉴스, 2019.9.5.), “개도국
지위 관련, 특정부처 입장을 언급한 바 없으며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 중”(산업
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2019.9.4.)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 주요 발언 내용
❍ 2019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강조하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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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우리 농업·농촌의 생산과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는 시기가
없었다”면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
- 이를 위해 향후 4대 농정방향으로 △농정의 기본 축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 농업의
사회적 역할 확장, △국민 눈높이와 변화된 수요,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농산물
생산 및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 만들기로 설정
-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대책 마련하겠
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소비 여건을 반영하고, 빅데이터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
-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가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유형별로
농업정책의 체계를 바꾸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 밝혀
- 특히, “농식품 안전 문제는 우리 농업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매일 매일이
비상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
- 또한,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설원예 중심에서 밭작물,
축산업, 유통 등 전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언급
- “쌀 관세화 협상 마무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 WTO 개도국 지위 등 대외 여건
변화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 “앞으로 주요 농정현안을
해결할 때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끝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
하는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 함께 걸어
가자”고 당부하면서 취임사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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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 단체 주요 반응]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신임 장관이 2019년 8월 31일
취임하자 농업 관련 단체들이 ‘농정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
- (한농연중앙연합회) “최근 농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안, 채소
수급 대책, 수확기 쌀 가격대책 등 굵직한 농정 현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농특위와 협력해 농업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선 대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모색해야만 한다”고 설명
-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업예산 증액, 후계인력 육성 법안 마련, PLS 현장 보완대책
마련, 농업인에게 실익 있는 R&D정책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위상 정립
등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과 우직한 실천을
요구한다”고 촉구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00년대부터 수도작 분야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2019.8.30.)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와 관련해) 이행
계획서 제출 모든 농가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와 ‘부숙도에 대한 축종별 세부적인
재검토’, ‘FTA에 대한 정부 대책의 추진사항 검토 및 재평가’를 통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
-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현수
장관은 국산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는 TRQ 수입물량 적정 관리,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 확대의 기반이 되는 국산콩 소비
확대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자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 “공익형 직불제 추진””(KBS, 2019.9.3.),
“김현수 장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할 것”(농수축산신문, 2019.9.3.),
“김현수 농식품부 신임 장관, “농산물 가격 급등락 대책 마련할 것””
(매일경제, 2019.9.3.), “김현수 장관 “농정현안 농업인의 입장서 고민하겠다””
(머니투데이, 2019.9.3.), “공익형 직불제 추진…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서울경제, 2019.9.3.), “김현수 “공익형 직불제 개편 차질없이 추진””
(아시아경제, 2019.9.3.), “김현수 “공익형 직불제 추진…가격 급등락
농산물 대책 마련””(연합뉴스, 2019.9.3.), “김현수 장관, 책임감 있는 농정
개혁 추진 기대”(한국농어민신문, 2019.9.3.)

- 47 -

⎗ 통계·조사

통계·조사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 : 통계청(2019.9.2.)

개요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발표,
2019.9.2.] 유엔(UN)에서 2019년 6월에 공표한 세계인구전망과 비교하여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자료를 작성

※ (자료출처) 한국은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이외의 국가는 유엔의「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하여 작성

인구 규모
❍ [세계 인구] 2019년 77억 1천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하였고, 향후
2067년에는 103억 8천만 명에 이를 전망
❍ [한국 인구] 2019년 5천 2백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천 9백만 명※에 이를 전망

※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감소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 [남북한 통합] 2019년 7천 7백만 명에서 2067년 6천 5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67년 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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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인구순위] 2019년에는 중국 인구가 가장 많으나, 2027년부터 인도 인구가
가장 많아질 전망
- (2019년※) 2019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 3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하며, 인구순위 2위는 인도(13억 7천만 명)로 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

※ 한국과 북한은 각각 28위, 54위 수준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

- (2067년※) 2067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16억 4천만 명), 그
다음은 중국(12억 8천만 명)일 것으로 전망

※ 한국과 북한은 각각 56위, 71위 수준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36위 수준
❍ [주요 국가별 인구추이] 2019~2067년 기간 중 79개 국가(지역)는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할 전망, 한국과 북한 인구는 각각 2028년과 203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인구성장률] 세계 인구성장률은 2015~2020년 1.09%에서 2060~2065년 0.33%로 성장
둔화, 한국 인구성장률은 2015~2020년 0.30%에서 2060~2065년 -1.22%로 감소 전망

인구구조
❍ [65세 이상 구성비] 세계 인구는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증가, 한국 인구는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로 증가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 (세계 인구) 2019년 유소년인구는 25.6%, 생산연령인구는 65.3%, 고령인구는
9.1%로 구성

- 49 -

⎗ 통계·조사

- (한국 인구) 2019년 유소년인구는 12.4%, 생산연령인구는 72.7%, 고령인구는
14.9%
❍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2019~2067년 기간 중 계속 감소하는
국가(지역)는 30개(14.9%)이며,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 정점
에서 계속 감소하여 2067년 45.4%에 이를 전망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 [고령인구 구성비] 고령인구 구성비가 2019~2067년 기간 중 계속 증가하는 국가
(지역)는 146개(72.6%)이며,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 14.9%에서 계속 증가
하여 2067년 46.5%에 이를 전망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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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부양비] 세계는 2019년 53.2명에서 2067년 62.0명으로 증가하고, 한국은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증가할 전망
❍ [노년부양비] 세계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는 2019년 14.0명
에서 2067년 30.2명으로 해당 기간 중 16.2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5배로 증가할 전망
- 라틴아메리카(3.2배)와 아시아(2.9배)는 2019~2067년 기간 중 노년부양비가 3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중위연령]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0년 30.9세에서 2065년 38.2세로 높아지고,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65년 62.2세로 높아질 전망

인구변동요인
❍ [출생(합계출산율)] 2015~2020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2.47명, 북아메리카 1.75, 유럽
1.61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1.11명 수준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 [사망(기대수명)] 2015~2020년 기대수명은 세계 72.3세, 북아메리카 79.2세, 오세아니아
78.4세로 추정되며, 한국은 82.5세로 1970~1975년 63.1세 비해 19.4세(30.7%) 증가
❍ [인구이동] 2015~2020년 중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유럽,
북아메리카 등은 순유입, 한국은 연평균 9만 7천 명씩 순유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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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19.9.3.)

개요
❍ [농촌진흥청,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결과 발표, 2019.9.3.]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자료(2010~2018)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년간 추석 전 농산물
구매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분석 개요>

◈ (조사목적) 추석명절 농식품 소비분석으로 농가 대응방안 도출
◈ (조사방법) 소비자패널 가계부 자료분석(2010~2018) 및 설문조사※(2019.8.22.)
※ 설문조사 개요: 소비자패널 800명 대상, 이른 추석 시 구매의향 및 제수용 농식품 조사
◈ (조사내용) 추석 2주 전 주요 농산물의 연도별 구입액 변화분석, 이른 추석 시 소비변화 및 제수용
농식품 소비의향 조사

분석 결과
❍ [늘고 주는 추석농산물] 2010년 이후 추석 전 2주간 구입액 상위품목 중 소고기,
감귤, 바나나 늘고 포도, 복숭아 줄어※

※ 최근9년간추석전구입액을3년단위(2010～2012, 2013～2015, 2016～2018) 평균값으로비교

- (소고기) 소고기 구입액은 매년 증가, (2010~2012) 15,756원 → (2016~2018) 21,963원
으로 39.4% 증가, (돼지고기) 소폭 증가, (닭고기) 29.8% 감소
- (감귤, 바나나 약진) 감귤 구입액은 (2010~2012) 642원 → (2016~2018) 1,084원으로
약 68.8% 증가하였고, 바나나도 약 40% 증가
- (전통명절과일 주춤) 사과·배 구입액은 정체를 보이며, 포도·복숭아는 감소추세
❙연도별 추석 전 신선농산물 구입액(단위: 원, %)❙
구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포도
사과
복숭아
2010~2012 구입액 15,756 11,642 2,198 8,156 5,112 3,925
2013~2015 구입액 19,919 12,902 1,958 7,010 5,954 3,914
(증감율1)
(26.4) (10.8) (-10.9) (-14.1) (16.5) (-0.3)
2016~2018 구입액 21,963 12,539 1,542 5,992 5,057 2,717
(증감율2)
(10.3) (-2.8) (-21.2) (-14.5) (-15.1) (-30.6)
(증감율3)
(39.4)
(7.7) (-29.8) (-26.5) (-1.1) (-30.8)

배
바나나
3,153
922
3,460 1,083
(9.7) (17.5)
3,344 1,296
(-3.3) (19.7)
(6.1) (40.6)

감귤
642
612
(-4.7)
1,084
(77.1)
(68.8)

※ 증감율1: 2010～2012 대비 2013～2015 값, 증감율2: 2013～2015 대비 2016～2018 값, 증감율3: 2010～2012 대비
2016～2018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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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선물 홍삼) 홍삼제품 구입액은 2010~2012년 구입액 대비 2016~2018년에
약 92% 증가, 가공식품 중 대표 명절선물로 자리매김
- (명절에도 간편 선호) 즉석밥 구입액과 소고기 가공품, 즉석·냉동식품의 구입액이
늘어, 명절에도 간편함을 추구
- (햄류, 김 구입액 감소) 과거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던 햄과 김의 구입액이 점차
감소, 가공식품 구매패턴이 변화
❙연도별 추석 전 가공식품 구입액(단위: 원, %)❙
구분

홍삼제품

한과

즉석밥

햄

김

참기름

2010~2012 구입액
2013~2015 구입액
(증감율1)
2016~2018 구입액
(증감율2)
(증감율3)

1,625
2,036
(25.2)
3,121
(53.3)
(92.0)

1,315
1,368
(4.0)
1,238
(-9.5)
(-5.9)

870
981
(12.7)
1,213
(23.7)
(39.4)

2,487
2,317
(-6.8)
1,932
(-16.6)
(-22.3)

1,894
1,328
(-29.9)
1,349
(1.5)
(-28.8)

913
762
(-16.6)
807
(6.0)
(-11.6)

소고기
가공품
1,029
1,448
(40.7)
1,675
(15.7)
(62.8)

즉석·
냉동식품
870
987
(13.6)
1,322
(33.8)
(52.0)

※ 증감율1: 2010～2012 대비 2013～2015 값, 증감율2: 2013～2015 대비 2016～2018 값, 증감율3: 2010～2012 대비
2016～2018 값
❍ [이른 추석 VS 늦은 추석, 품목변화] 이른 추석엔 멜론·복숭아·포도, 늦은 추석엔
감·감귤 증가, 사과·배는 추석 시기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
- (이른 추석) 멜론, 복숭아, 포도 구입액이 증가※

※ 가구당 평균구입액이 멜론 97%, 복숭아 174%, 포도 14.2% 증가

- (늦은 추석) 감귤, 감 구입액이 증가※

※ 감의 가구당 평균구입액은 48% 증가, 감귤은 32%로 증가
❙추석 전 2주간 가구당 평균 구입액(단위: 원)❙

구분

사과

배

감

감귤

멜론

복숭아

포도

이른 추석
늦은 추석

19,489
19,531

7,456
6,459

319
615

610
893

949
480

5,224
1,907

6,837
5,985

※ 시기별 추석 구분: 이른 추석(9월 3주 이전), 늦은 추석(9월 4주～10월 1주)
※ 이른 추석(2011, 2014, 2016년), 늦은 추석(2012, 2015, 2017, 2018년), 중간 연도 제외(2010, 2013)

❍ [올해 이른 추석 구매의향] 올해 이른 추석에 따른 구매품목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구매 시 품질에는 민감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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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늘릴 품목) 전통적인 추석 농산물인 사과(25.3%) ＞ 포도(19.6%) ＞ 소고기
(15.5%) ＞ 배(15.2%) 순으로 조사, 전통적인 농산물의 구매 강세가 여전하지만
멜론, 자두 등 출하시기와 추석이 겹치는 품목의 구매의향도 발견
- (품질 우려) 이른 추석으로 인해 명절 농산물, 특히 덜 익은 농산물 판매를
우려하고, 농식품 구매에 변화를 줄 것이라 응답
◈ (품질우려 품목) 품질이 달라진다고 느끼는 품목은 사과(30.9%), 배(30.3%), 단감(16.8%) 순으로
주요 명절과일의 조기출하 우려
◈ (품질우려 내용) 품질 중에서도 당도가 낮다(40.6%), 맛이 연하다(23.8%), 덜 익음(19.4%) 등 주로
맛과 관련된 품질저하를 지적

- (구매변화의향) 이번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에 변화를 준다는 응답이 77.9%에
달해, 이른 추석으로 구매패턴 변화 예상
◈ (구매의향) 품질저하가 예상되어 구매가 망설여진다는 의견(40.7%)이 가장 많고, 명절에 필요한
만큼만 소량구매(20.6%), 타품목 대체(15.4%) 순
◈ (구매품목) 과일은 품질 우려가 더 많고, 과일·햅쌀 구매량은 줄이되, 육류 및 가공식품 소비를
늘리겠다는 반응이 많음.

❍ [달라지는 제수용·선물용] 차례상에 새로운 과일 등장, 선물은 사과·배
- (새로운 제수용품) 최근 새롭게 차례상에 올리는 농식품이 있다는 의견이 8.1%로
전통적인 농산물 외에도 새로운 제수용품 등장, 새로운 제수용은 멜론(24.7%)
＞ 바나나(16.1%) ＞ 수박(7.4%) ＞ 외국 과일(7.4%) 순
- (편리한 제수용품) 완제품 및 반조리 상품 구매의향비율은 송편 73.5%, 전 36.8%
이며, 나물도 10.2% 수준, 구매이유는 편리함(43.7%) ＞ 필요량 구매 가능(20.7%)
＞ 시간 부족(16.1%) 순
- (선물용 선호품목) 사과(19.1%), 배(14.9%)가 여전히 명절 주요 선물이며, 그 밖의
포도(13.7%) ＞ 소고기(9.6%) ＞ 홍삼(8.9%) 순, 과일은 혼합세트보다는 단품을,
참기름·들기름은 혼합세트 선호※

※ 참기름+들기름 혼합세트(5.2%), 참기름(4.0%), 들기름(1.7%)
- (선물대상) 명절선물 대상이 지인에서 친인척 중심※으로 재편

※ 친인척 대상 선물: (2017) 57% → (2019설) 64% → (2019추석)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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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이른 추석 구매품목 변화 및 용도별 마케팅전략 필요
- (사과, 배) 이른 추석 시 명절 소비 집중도가 높아져, 명절 후 판매전략 수립 및
저장을 통한 출하조절이 필요, 추석 기간 소비물량 이외에는 지연출하를 통해
추석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소비 둔감 기간에 대응해야 할 필요※

※ 추석 시기에 따라 신품종 사과와 기존 홍로 사과의 상품화 방식 조정 필요
- (멜론) 추석용 과일로 자리 잡은 멜론은 특히 이른 추석의 경우 구입액이 크게
증가, 이에 대한 물량확보가 필요, 제수용 활용 등 추석 수요에 맞춰 외관과
크기 등을 조절하는 재배기술도 검토할 필요
- (선물용) 품목별 선물용 상품화에 맞는 대응전략 필요, 사과·배 등 주요 명절과일은
단품구매를 선호, 참기름·들기름 등 가공선물은 세트 구성 구매를 선호, 이에
맞춘 출하전략 필요
- (전, 송편) 직접조리보다 편리함을 목적으로 반조리 및 완제품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 간편 준비 가능한 패키지 개발 필요
◈ (재배관리) 이른 추석에 따른 품목별 소비변화에 대응 필요, 소비자 품질 우려를 고려, 명절특수 고려한
무리한 조기 출하 지양
◈ (포장관리) 이른 추석에 따른 농산물 품질염려 증가, 배송 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포장에 유의 필요

❍ [향후 계획] 분석결과 제공·확산 및 추가분석 실시
- △이른 추석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분석결과 보도자료 배포, △농식품 소비자
패널 대상 주요이슈 분석 지속 추진(연중), △HMR 구매패턴 분석 및 식자재
마트 확대에 따른 구매변화 등

참고: 추석 농식품 구매패턴(9년간 소비자 패널자료 분석)
❍ [추석에 많이 사는 농식품] 평소 대비 추석 2주 전 구매액은 사과·배·멜론·포도·
소고기 증가, 가공식품은 선물용 위주로 증가
- (과일 다양화) 사과, 배, 멜론, 포도, 복숭아의 추석 전 구입액 증가※

※ 구입액 증가 폭: 사과(111%), 배(410%), 멜론(437%) 포도(318%), 복숭아(28%) 증가
- 55 -

⎗ 통계·조사

- (명절엔 소고기) 선물용 수요 등과 맞물려 추석 전 소고기 구입 증가, 소고기의
구입액 증가 폭은 110%로 다른 육류보다 명절 소비 많으며, 평소 자주 먹는
돼지고기(28%)는 다소 늘고, 닭고기(-2%)는 오히려 감소
- (햇김치 수요증가) 김치 수요가 늘어 추석 전 배추·무·부추 구매가 증가, 배추
(151%), 무(57), 부추(41) 등 평소 대비 추석 전 구입액 증가
- (홍삼 약진) 평소 대비 추석 기간 홍삼제품 구입액이 크게 증가(249%), 특히
2014년 이후 추석 전 구입액 증가 폭 확대
- (한과 특수) 명절의존도가 높은 한과 구입액이 추석 전 크게 증가, 평소 대비 추석
전 가구당 한과 구입액은 약 228% 증가
- (참·들기름 단골) 참기름의 평소 대비 추석 전 가구당 구입액은 123% 증가,
들기름은 94% 증가
❙추석 전 주요 농산물 평균구입액(9년간 평균)(단위: 원)❙
구분

배

멜론

사과

포도

복숭아

소고기

돼지고기

홍삼

한과

평소

710

144

2,725

1,817

3,565

8,957

9,456

651

382

추석 전

3,584

784

5,740

7,553

4,567

18,922

12,075

2,186

1,254

증감율

410%

437%

111%

318%

28%

110%

28%

249%

228%

※ 평소구입액=(추석 2주 전 제외 연간 구입액 합계)/(가구수*25), 추석전 구입액=(추석 2주 전 구입액 합계)/(가구수)
※ 가구당 평균 구입액 자료산출: 연도별 실측 구입액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후 산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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