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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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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9.10.)

개요
❍ [더불어민주당·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2019.9.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9.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

※ 지난 2018.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금번대책은소상공인을둘러싼경영환경이급변하는데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성에서마련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추진체계❙

◈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
- 소비·유통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오프라인 골목상권 활성화도 추진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포용적 금융지원 및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우리경제의 당당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총력

환경변화를 극복·활용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권 활력 제고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
•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

•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
•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
•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

+

+

영세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
• 규제 개선

• 경영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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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 구축, 2019.10.]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20. 2,000명), 상품성
개선(2020.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
-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
❍ [온라인 진출 기반]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2019.11.)
-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20.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
-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홍보, 특판전 진행(2019.9월·11월 시범운영)
❍ [채널별 지원]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 개사)
❍ [해외 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20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20. 1,200개사),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매칭(2020. 4회)
❍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온라인 감시팀(공정거래위원회)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 방지를 위한 심사
지침 시행(2020.1.)
2.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2020. 1,100개)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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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
❍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20. 1,000억 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
향상 R&D 등) 우선 지원
-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를
지원(2020. 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20. 300명)을 실시
3.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20.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

※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
-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2020. 2곳)하고, 교육훈련(2020. 100명)을 통해 사장
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이 계승되는 기반을 마련
❍ ‘백년가게’ 지정 확대(2019. 300개 → 2022. 1,000개)를 통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
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 지원
❍ 소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2020. 20개
연구회, 연간 3천만 원)하고 협력클러스터를 구축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발주
시스템 구축※(2020)

※ 발주기업및수주소공인간정보를공유, 소공인은협업생산을통해대규모수주확보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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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공유 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이미 성공한 CEO가 소상공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 구축(2020. 50개사)
4.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2019년 4.5조 원에서 2020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조 원
→ 3, 온누리상품권 2.2조 원 → 2.5)으로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 원)하고,
-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2019년보다 확대(8 → 10개 지자체)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2020. 신규, 170명)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명소로 육성※

※ 예시) 가업(3대)이던 조선소를 복합 문화공간(카페, 카누제작･교육 등)으로 재생하여, 개소
1년 만에 연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속초)
❍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20~. 2곳 내외 추진)
❍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20. 15곳 내외)
-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2020. 20곳)를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요우커 방문을 유도
❍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20)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2020)

※ 상생협약: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2019.5.13.),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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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5조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20. 500억 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2020.2.)
6.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
❍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
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2019.10)
-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2018: 136만 명 → 2020: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
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 지원 2020. 3,500명)
◈ 총괄정책 동향

청와대,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주요 내용
자료 : 청와대(2019.9.9.)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농정을 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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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
해야 할 때이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 혼자는 불가능하다.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모두에게 당부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언급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의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강조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을 금융
쪽에서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이라며 “갑을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꾀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귀찮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띠 같은 일을 수행해 나가
겠다.”고 언급
❍ [문재인 대통령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농업”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성장의 완성”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전 분야에 걸친 금융의 중요성”을,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
를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스타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관 업무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 팀’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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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2019.9.1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9.11.] 금번 회의에서는 ①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②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③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주요 내용
❍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활력 제고 대책」
(2019.3.4.)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 이번 대책에는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시장별,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 “3+3 지원 전략”을 포함
- ➊ 新남방ㆍ新북방의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 마케팅 강화,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증가세 확대
- ➋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 ➌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5%까지 확대시킬 계획※

※ 수출시장 비율(2018년 → 2022년 목표, %): (전략) 21 → 30, (신흥) 9 → 15, (주력) 53 → 40
❍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 분야 3대 전략의 주요 내용
- ➊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2020~2022년) 2.7조 원 투자
- ➋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무역보험도 3.7조 원(2020년) 추가 지원
- ➌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연계형 투자 지원 강화 및 전 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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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고용노동부(2019.9.10.)

개요
❍ [정부,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19.9.10.]
2019.9.1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법안 의의 및 주요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
❍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으로 명문화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직업훈련및일경험프로그램, 각종복지･금융지원연계, 일자리소개및이력서작성지원등
❍ 둘째, 구직촉진수당(50만 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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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필요요건

구직의사
·능력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제5조]

○

18~64세(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특례:
120%↓)

X

X

○

18~64세

중위소득 60%↓

○

18~64세(청년특례
: 18~34세)

중위소득 60%↓
(청년특례:
120%↓)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제6조]

요건심사형
[제1항]
선발형
[제2항]

6억 원
이내
범위에서
결정

2년 내
일정기간
X

❍ 셋째,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 넷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과 부정수급한 구직촉진수당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 입법예고 기간(2019.6.4.~7.15.) 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첫째,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 가능
❍ 둘째,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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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계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시행일: 2019.10.1)에 따라 「고용
보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을 통해 2019년도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라, 상하한액 등 세부기준
및 신청·지급절차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준용하도록 하위법령 정비
- 2019.10.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

※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함께 의결(2017.12.19.)

기대효과
❍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이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20.7월 35만 명
규모로 시행되고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통한, 연간 235만 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
❍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안정지원이 강화
- 그 결과,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23.2%
→ 2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노동연구원, 2018년)

향후 계획
❍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예산및지원규모: (Ⅰ유형) 2,771억원, 20만명, (Ⅱ유형) 2,447억원,
15만명

- 또한, 법 시행시기에 맞춰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 한편, 개정 고용보험법령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담당자 교육,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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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필리핀 자유무엽협정(FTA)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9.10.)

❍ [기획재정부, 제4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 2019.9.10.~13.,
필리핀 세부] 양국은 지난 2019.6월 통상장관 간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2019.6.3.)하면서, 2019.11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경제기술협력 등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

※ (한국 측)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
재정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필리핀 측)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 1차: 2019.6.4.～5. / 2차: 2019.7.15.～17. / 3차: 2019.8.12.～14.

- (기대 효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신남방 정책의 주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5,838
(27.8)

7,339
(25.7)

8,211
(11.9)

8,783
(7.0)

10,032
8,318
7,278
(14.2) (△17.1) (△12.5)

수입

3,488
(31.5)

3,571
(2.4)

3,284
(△8.1)

3,706
3,331
(12.9) (△10.1)

3,252
(△2.4)

무역수지
총교역액

2,350
9,326

3,768
10,910

4,927
11,495

5,077
12,489

5,066
11,570

6,701
13,363

2015

2016

2017

2018

10,594
(45.5)

12,037
(13.6)

3,229
(△0.7)

3,702
(14.7)

3,569
(△3.6)

4,049
10,507

6,892
14,296

8,468
15,606

❙한-필리핀 품목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MTI 3단위)❙
순위
1
2
3
4
5

품목명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5대 품목 총계
총계

수출
금액
5,509
2,130
355
310
147
8,451
12,037

증가율
29.2
45.9
△15.3
3.4
41.2
7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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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반도체
곡식·과실류
산업용 전기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5대 품목 총계
총계

수입
금액
1,175
350
197
165
151
1,914
3,569

증가율
12.8
△3.0
6.5
△61.0
△32.8
53.6%
100%

⎗ 정책동향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자료 : 환경부(2019.9.10.)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2020~2024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2019.9.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9.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공청회를 개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란?>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2차 계획 2020~2040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
•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관련 상위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하위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 (항후 계획)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은 2019.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
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방향을 포함
◈ 아울러,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을 제고
◈ 또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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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9.)

❍ [농식품부,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2019.9.9.] 2019년 농업
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
<농업회의소 개요>
◈ (추진 배경)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
◈ (추진 경과)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지원
◈ (주요 역할) 국가가 법에 근거해 공적기구 운영 권한을 농어업계에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
- 지금까지 정부와 산하기관을 통해 농민에게 공적 서비스 전달
- 농업회의소는 법으로 농민자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 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

❙전국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현황 (설립 15개소, 추진 중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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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주요 내용) 2019년도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5개 시·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참고: 해외 농업회의소 현황>
◈ 프랑스, 독일, 일본은 법에 의해 농업회의소를 운영, 의무가입제
◈ 프랑스, 독일, 일본 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기능 수행
※ 주로 지도 상담, 직업교육,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사무인 농지
관리 업무를 수행
◈ 재정수입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회비수입 등으로 구성
※ (프랑스·일본) 개인 농가의 회비규정 없음, (독일) 개인 회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부과

❙참고: 해외 농업회의소 현황❙
구분

유럽형 농업회의소
독일

프랑스

일본형 농업회의소

위상
성격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농업인 자치조직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상공회의소에 대응
• 상공회의소에 대응
• 상공회의소에 대응
• 독일농민총연맹(DBV)의 농업 • 최상위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 • 서독 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행정적 형태
위원회
삼음.

조직

• 3단계 조직
• 주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지부 운영
• 중앙 농업회의소 연합회 대의제
※ 예) 베스트팔렌주회의소 종사자
900여 명

• 3단계 계통조직
• 도농업회의소(94)
• 광역농업회의소(21)
• 중앙기구 농업회의소 상설의회(1)
※ 도농업회소 직원 6,800여 명

사업

• 고유업무: 지도상담, 농업교육
• 수탁업무: 일반 농정업무

• 고유업무: 지도상담, 직업교육, • 고유업무: 경영지도, 농정활동
농촌관광, 농업농촌개발업무 • 수탁업무: 농지행정 대행
• 수탁업무: 없음.

재정

• 농민회비(토지세)
• 주정부 보조금
•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등)

•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 • 국고보조와 현, 시정촌
농업회의소세)(50%)
• 일반회계에 의존
•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 1998년 전국농업회의소의 국가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보조금 비율 82.5%

농정
참여
방식

• 농정집행의 민영화
• 지방농정청과 업무 분담

• 파트너십 참여 (중앙정부보다는 • 국가업무인 농지업무 대행, 건의,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답신의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
중점)
시책에 반영

설치
근거

•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 정부의 선택사항)

•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 1951년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에 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규정

정부와 • 농정업무 수위탁
관계

• 농정에 관한 법적 자문기구

- 14 -

• 3단계 계통조직
•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개)
• 도도부현 농업회의(47)
• 전국농업회의소(1)
※ 시정촌 농업위원회 직원 20여 명

•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

⎗ 정책동향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
자료 : 농촌진흥청(2019.9.11.)

❍ [농촌진흥청,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 2019.9.11.]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
- (추진 배경)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무인항공 방제해 왔으나 최근 보다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주목받으면서 무인헬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

※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 (개선 내용) △등록기준…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며,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고, △시험 기준 및 방법…무인헬기
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 △시험 기준…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
- (기대 효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
방제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
❙항공방제용 농약 시험 기준과 방법 개정안 요약❙
구분
기존
① 검토기준 þ 검토 기준
- 살균·살충제 기준과 동일
- 주변작물 약해시험 성적서 추가 검토

개정(안)
þ 신규 등록에 한하여 검토 기준 추가
- 무인헬기 약효 시험: 드론에 대한 약효시험 추가 검토
- 멀티콥터 약효 시험: 무인헬기에 대한 약해시험 추가 검토
þ 그 외는 기존과 동일
② 약효 시험 þ 무인헬기 시험법만 규정
þ 무인헬기, 드론 시험법 동시 규정
- 처리구: 공시약제, 대조약제, 무처리구 - 처리구: 공시약제, 기등록 무인헬기 처리구, 대조약제, 무처리구
- 시험면적: 525㎡(전후좌우 완충거리 5m) - 시험면적: (무인)525㎡ (드론) 192㎡(전후좌우 완충거리 2m)
- 살포경로: 직선 20m
- 살포경로: (무인)30m (드론) 24m
- 비행속도: 15㎞/h
- 비행속도: (무인)15㎞/h (드론) 8~11㎞/h
- 비행고도: 규정 없으나 4m로 수행
- 비행고도: 작물 위 (무인) 4m (드론) 2~3m
- 살포폭: 규정 없으나 7.5m로 수행
- 살포폭: (무인)7.5m (드론) 2~3m
- 노즐: 규정 없음
- 노즐: 규격화(비산 우려 시 비산 저감 노즐 사용)
- 풍속: 규정 없음(약효조사 및 낙화분산 조사) - 풍속: 3m/s 미만(약효조사 및 낙화분산 조사(기존과 동일))
③ 약해 시험 þ 시험 기준
þ 신규 등록 시 멀티콥터로 약효 시험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무인헬기로 약해시험 추가 실시
- 기준량, 배량(중복 살포)
※ 그 외 기준은 기존과 동일
þ 주변작물 약해시험
- 벼: 6작물(배추, 상추, 오이, 고추, 콩, 들깨)
- 밭, 과수, 수목: 7작물(옥수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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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합리적 개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19.9.9.)

❍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9.9.9.] 변화
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 시행 일자: 시행령(2019.7.1.), 시행규칙(2019.9.10.)

- (주요 개정 사항)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사항❙
구분
통신판매 표시 관리대상을
명확화(제2조)
시행령
가공품 원산지표시
(2019.7.
대상 중 미량사용 원료 생략
1. 시행)
허용(제3조제3항)

현행규정

개정사항

• 통신판매의 범위를 우편, 전기 • 관리대상을「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 광고물, 방송, 신문, 잡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
(포괄적 개념으로 명확하지 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물로 명확화
않음.)
• 농수산물명칭을 제품명에 사용 •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
시 관련 원재료 모두 원산지 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을 허용한
표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음식점 사용 가공품 주원료 표시
규정(제3조제6항 신설)

• 음식점에서 식육가공품등을 •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만
사용 시 미량 원재료도 표시 표시토록 규정
대상 포함
※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별표2제2호가목)

• 가공품 포장재 면적에 따라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20포인트 크기로 원료의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원산지표시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 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 •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으로
시행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맹점
표시(별도표시 불허)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규칙
공급시 표시방법 개선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2019.9.
(별표2제2호가목)
으로 제공하면 포장재 표시 생략 허용
10.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 통신판매 시 제품명 또는 가격 • 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전자상거래법」
시행)
표시 및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근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매
개선(별표3제2호 및 제3호)
판매 제공시에는 포장재에 표시 제공 시 영수증 등의 표시허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표시방법 개선(별표4제1호)
장소에 원산지표시
경우 보관장소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 (향후 계획)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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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점검 및 지원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2019.9.8.)·
농림축산식품부(2019.9.8./9.9./9.10.)·행정안전부(2019.9.10.)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9.8.]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각 부처(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산업퉁상자원부) 및 피해 시도(전남도,
충남도, 인천시)의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조치계획을 점검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관리본부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 17개 시도

- (주요 지시사항) △도서 지역 등의 피해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 △벼 쓰러짐·과일 낙과 등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파손 복구인력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복구 추진,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보험사 피해조사와 손해평가가 이뤄
지고,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 △통상적으로 복구계획 수립 시까지 상당한
시간(한 달 정도)이 소요되지만, 기간을 단축하고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도 포함
하여 복구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
❍ [기획재정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적극 뒷받침,
2019.9.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9.8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

※ (참석) 1･2차관,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차관보,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및 관련 국장

- (주요 지시 사항)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
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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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재정지원)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 2019.9월 현재, 재난특교가용액 1,500억 원, 재난구호지원비 2억 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 재난대책비(2019 예산 가용액): 행정안전부 152억 원, 농식품부 428억 원, 해양수산부 98억 원 등
- 특히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조치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도 만전
◈ (세제·세정지원)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
◈ (복구공사 계약 지원) 복구 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
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시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 특히 2019.6.1일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 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 (민생불편 해소 지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물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 태풍
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 [농식품부, 제13차 태풍 ‘링링’ 2차 피해예방 적극 추진, 2019.9.8.] 태풍 ‘링링’
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태풍 이후 계속
되고 있는 강우 등에 따른 병충해, 가출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적극 추진
- (주요 내용) 품목별 2차 피해 예방요령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제13호 태풍 ‘링링’ 2차 피해 예방 지원>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과수 잎·가지 찢어짐 피해 사후 관리 등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촌진흥청)
◈ 도복된 벼 묶어 세우기, 침수된 논콩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협, 지자체,
군부대 등의 인력을 투입
◈ 과수 수해 회복 및 과수원 방제를 위한 약제는 농협에서 10~20% 수준 할인판매를 실시
◈ 전국 축산농장 일제소독을 위해서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방역 차량 지원, 생석회
공급 확대, 공동방제단 운영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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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13호 태풍 ‘링링’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 없을 전망, 2019.9.8.] 태풍
‘링링’으로 인해 서해안 인접 지역 중심으로 과수원 낙과, 벼 쓰러짐, 채소류
침수 등 피해가 있었으나 추석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

※ 10대 성수품: 사과･배･배추･무･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 농식품부는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력, 10대 성수품목을
평시 대비 1.4배 수준 확대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2019.9월 초 현재 주요품목의
수급은 안정적 수준

- (주요 내용) △주요 추석성수품의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이른
추석으로 추석 도래 전 주요 성수품 사과·배 출하 대부분 완료, △가지 묶기,
지주대 설치 등 농가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태풍 전 조기 수확을 독려하여
태풍 피해 예방
- (향후 계획) △추석 이후 태풍 피해 농가의 낙과 팔아주기 등 전개하는 한편,
△생산량이 증가한 사과·배 수출 확대, 가을배추 및 가을무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농식품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농가 총력 지원, 2019.9.9.] △낙과
피해과 6천 톤을 수매 지원하여 가공용(사과 300톤, 배 4,700톤)으로 전환 또는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 배700톤)’ 전개, △낙과의 빠른 수거와 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지원인력,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투입하여 일손돕기※ 추진, △친환경
액비 제조 지원,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 위약금 면제처리 등 지원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9월 10일 천안 성환읍 소재 낙과 배 일손돕기 현장 방문

- (낙과 피해 농가, 2019.9.9. 08시 기준) 약 4,060ha로 품목※으로는 배 농가가, 지역※※
으로는 충남·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

※ 품목별: (배) 3,497ha(전체면적 대비 33.9%), (사과) 434ha(전체면적 대비 1.3%)
※※ 지역별: (충남) 1,564ha, (전남) 1,203ha, (경기) 781ha, (전북) 236ha, (충북) 182ha 순

❍ [행정안전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019.9.10.]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2019.9.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
- (지원 규모)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 제주
에는 각 3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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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11.)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9.11.]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40일간, 2019.9.11.~10.21.)
- (주요 개정 내용)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m)로 제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 반려
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선, △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
주요 축종별 사육․관리 관련 기준 보완

※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길이 가감 가능
※※ 반려동물(6종):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
구분
공포 후
즉시

시행일

주요 개정안
동물 사체 처리방식 추가(동물수분해장※), 동물운송업 등록 가능 차량 대상 축소(모든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밴형), 이동식미용차량 등록 기준(튜닝 등) 적용, 동물의
대면판매, 동물의 출산 휴식기간 연장(8개월 → 10개월)
※ 수분해장: 강알카리용액(pH12이상)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3개월 이후

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개체관리카드 필수기재사항(영업등록번호 등) 확인

6개월 이후

동물 생산·판매·수입업 영업 등록 범위 명확화에 따른 영업 등록, 동물위탁업(펫시터)·
위탁중개업 영업 등록,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50마리/인) 적용, 동물사체 장례(화장·
건조·수분해장)증명서 발급, 맹견(핏불테리어)의 범위 명확화

1년 이후

목줄 2미터 이내 의무,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 확대, CCTV 설치(미용업,
운송업), 동물운송업자 자격 기준 강화(만 20세, 운전경력 2년 이상)

동물등록 여부 집중 점검 및 단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11.)

❍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잠정 집계, 2019.9.11.]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19.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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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 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면제(동물미등록: 100만원이하, 변경신고미이행: 50만원이하의과태료)
- (동물등록 여부 집중 지도·단속 추진) 2019.9.16일~10.18일 1개월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 지도·단속 추진, 지자체·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
(1,000여 명)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추진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독려 홍보) 2019.3.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2019.9.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
일러와 그 잡종
※※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 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시스템(https:/ 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2019.3.21.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령 중 맹견 소유자 관련 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금지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 소유자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 식품 동향

2019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9)

❍ [농식품부, 「2019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개최, 2019.9.9.] 우리나라 전통 김장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하기 위해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

※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김치 담그기 등의 현지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한국의 ‘김장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한국 김치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올해로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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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식문화 전파 영향력이 큰 참여 국가 확대 개최, △현지 매체를 활용,
김치 제조 및 발효과정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한국 김치 소비확대 및
수출 견인

※ (2018) 4개국(한국･프랑스･일본･베트남) → (2019) 5개국(한국･프랑스･일본･베트남･미국)
- (주요 내용) 김치 주요 수출국과 식문화 전파 영향력이 큰 5개국(미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한국)에서 김치 담그기 등 2019.9월부터 1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특집방송 제작·방영

※ 행사일정: 미국 샌프란시스코(2019.9.14.), 프랑스 파리(2019.10.19.), 베트남 하노이
(10.25.～27.), 일본 동경(2019.11.10.), 한국 서울(2019.11.15.～16.)
- (추진 계획) 개최국별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기반(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와 김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현지
마트·식당 등을 찾아가 맛좋고 건강에 좋은 ‘한국김치(Korea Kimchi) 주세요’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1030세대의 김치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

※ 김치담그기 행사 참가 신청, 프랑스 요리경연대회 레시피･동영상 및 김치 소재 콘텐츠･
레시피 업로드 등 소비자 소통강화
◈ 축산 동향

가축전염병 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11.)

❍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전국 방역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개최, 2019.9.11.]
동절기 가축질병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2019.9.17일부터 9.30일까지 전국 방역 부서
담당자 480명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대응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
- (주요 내용) △기간…2019.9.17.~9.30., △대상…480명/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축산
과학원 및 지자체 방역담당(가축방역관 등), △지역…4개 권역별※로 구분 실시,
△내용…가축질병 방역대책 및 주요 질병별 대응요령 등

※ (2019.9.17.) 영남권(김천) / (9.20.) 수도권(서울) / (9.23.) 중부권(세종) / (9.30.) 호남권(전주)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최근개정사항,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살처분 요령 및
매몰지 사후관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및 방역
대책, ▴위기단계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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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9./9.10.)

❍ [농식품부,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현장 점검, 2019.9.9.]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019.9.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

※ (방문 장소) 포천시 방역상황실, 철원군 민통선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철원군 야생
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

- (주요 당부) △태풍 발생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취약
농가 대상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 철저,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와
울타리 등 멧돼지 침입차단시설을 견고히 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는 해외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추석연휴기간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조치, 2019.9.9.]
2019.9.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2019.8월부터 필리핀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

※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발표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김포공항 국경검역 실태점검※, 2019.9.10.]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2019.9.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국경검역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여행객들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

※ 2018년 8월 이후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속 확산과 2019년 9월 9일 필리핀에서도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공항만을 통한 국내 유입
우려가 높고, 추석 전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자제와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고
공항에서 철저한 검색과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2019.9.1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축산관계자 ASF
발생국 방문 자제 및 축산시설 방문 금지(방문 시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출입국 신고),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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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 변화와 혁신정책 등
이슈 브리프 1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 변화와 혁신정책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140회 한림원탁토론회“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 변화와
혁신정책 방향”(2019.9.4.)의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본 토론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미래의 생활, 농업,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1.

4차 산업혁명과 생활 (발표자: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 4차 산업혁명 이전 단계에서는 농업, 산업, 정보화가 개별적으로 발전단계를
거쳤고,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이들이 융합(Super-connection)되어 발전할 것
이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발전의 매개가 될 것임.
-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인공지능작동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빅데이터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식품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물학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연결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로 이어질 것임.
2.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발표자: 김종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 4차 산업혁명 이전 농업발전은 식량문제를 해결한 반면, 도시인구증가, 농촌 인력부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함. 이제는 환경보존, 건강증진,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한 방향의
농업혁신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팜(Smart Farming)이 인공지능기술을 핵심동인으로
농산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지능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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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
농업에 투자하고 있음. 바이어(Bayer)는 세계적 종자회사 모산토(Monsanto)를 2018년
인수하였으며, 필립스(Philips), 일본전기주식회사, 파나소닉(Panasonic)은 식물공장
사업 중임. 이런 사업들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중점 활용하고 있음.
❍ 반면, 국내 농림축산업, 식품기계시스템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5점임(융합연구리뷰,
2018).
❙농림식품기계시스템분야 기술수준(기술선진국=100)❙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기술수준 점수

75.0

100.0

98.2

86.8

프랑스 네덜란드
86.4

90.8

독일

호주

중국

96.5

81.4

66.2

❍ 따라서,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4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목표

세부사항

• 스마트팜 이용자들에 대한 Feedback 필요
1. 실효성 있는 현장
• 실무자들에 대한 스마트팜 활용방법 교육 필요
중심형 발전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 역량 강화
2. 스마트팜 국산화· • 스마트팜 해외부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R&D 활용 필요
다각화
• 국내 현장에 맞는 데이터 축적 및 모델 제공 필요
• 표준화·규격화된 양질의 빅데이터 축적 필요
3. 양질의 스마트팜
• 중소기업별 적용 센서, 측정 수치의 신뢰도 제고 필요
핵심 데이터 확보
• 장기적으로 스마트팜 데이터셋 품질인증제 필요
• 기계화, 기존 기술체득이 아닌 독자적 기초·기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정책 수립 필요
4. 원천기술개발/국제
• 해외 스마트팜 진출 독자적 기술 확보
경쟁력 제고
•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활성화 방안 마련

3.

4차 산업혁명과 식품산업 (발표자: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4차 산업시대 식품산업은 식품제조, 정보통신, 첨단과학기술간 융·복합이 이루어
질 것이며, 대표적으로 3D 푸드프린팅※(Food-Printing)과 식품나노기술※※이 발전
하게 될 것임.

※ 3차원 디지털 디자인과 영양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품소재를 한층 씩 적층하여
식품을 만드는 기술
※※ 나노미터 크기로 식품 구조와 구성을 분석･제어하여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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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푸드프린팅)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통한 고객맞춤형 대량생산(Mass Customization),
식품제조·유통시간 단축 또는 유통단계 생략을 통해 식품소비자의 생산자화를
이루어 냄.
- (식품나노기술) 개인별 유전체 기반 개인맞춤형 식품제조※를 가능하게 함.

※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1990∼2003은 인간의 전체 게놈정보 해독을
가능하게 하였고, 현재 100달러의 비용으로 1명의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수준으로 상용화
되었음.
※ 개인의 유전정보는 빅데이터화를 통해 개인의 신장, 성별, 대사 수준, 활동량, 질병 상태까지
고려한 맞춤형 식품을 제공케 함.

❍ 현재 국내 3D 푸드프린팅 기술은 느린 출력 속도와 정책, 관련 법규 미비가 문제임.
- 1회 식사 분량을 300그램으로 설정하였을 때 약 3시간의 출력시간이 소요됨.
-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는 음식 접촉 부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재질 규격이
마련됨.

※ 미국 식품의약국 결과평가보고서 21(FDA-CFP)에 접촉재료, 온도, 접촉 시간 등 안전권장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3D프린터 성능규격과 Food-ink 물성에 대한 규격은 부재
- 따라서, 3D 푸드프린팅 기술표준화, 기준·규격설정을 통한 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국내 식품나노기술은 해당 식품이 분말, 액상, 알약형태로 국한되어 있음. 또한, 100
나노미터 미만의 물질은 독성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큼.
- 따라서, 나노 크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식품나노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객관적 정보전달 노력이 필요함. 나노기술 융합을 통하여 해당 식품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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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중국 GMO 주요 동향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표한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중국 2019”(KBCH
동향보고서: No. 2019-08, 2019.8.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중국 농업부는 2018년 농업농촌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에 따라 GMO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부와 산업부의 지역발전 관련 예산 기능이 새롭게
농업농촌부로 편입됨.
- GMO 상업화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 반면, 면화 외에 지금까지 새롭게 상업화가
승인된 GM작물은 없음.
❍ 농업농촌부는 불법 GM작물 재배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서 일각에서는 GM작물의 상업화가 불법
재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종자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주요 특징>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세계 3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자급율이 90%에 이름.
- 영토는 9억 5,000만 ha에 달하며, 이 중 농업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5억 2,400만 ha에
달함. 그러나 중국도 증가하는 인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급율을 95%까지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GM작물은 면화가 대표적이며, 아직까지 옥수수와
대두의 재배는 허가되지 않았음.
<법·제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중국은 2005년 6월 8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2005년 9월 6일부터 의정서가 발효됨. 따라서 3차 당사국회의부터 당사국의 자격
으로 회의에 참가함.
- 환경보호부(Ministr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EP)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으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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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체계] 중국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GMO를 규제하기 위해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이하,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였고, 전반적인 GMO에 대한
관리를 농업농촌부에, 식품으로의 관리는 위생부에 일임하였음.
- 농업농촌부는 ‘종자법’과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 GMO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 사후 조치 및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9년 1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감독
작업방안’을 발행함.
- 이후 2019년 2월, 농업농촌부 사무국은 ‘2019 농업농촌 과학교육 요점’을 통지
하였는데, 그 중 농업 G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전자변형에 대한 과학적
정보 보급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중국의 GMO 주요 관리 기구>
◈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 GMO의 재배, 수입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증서 취득을 위해 GMO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승인 여부에 대한
조언과 함께 농업농촌부 바이오안전성사무국에 송부
◈ (농업농촌부; MARA) GM작물의 국내 재배와 수입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농업생명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부 정책 개발 주도 및 GM작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와 대학에 지원
되는 정부 예산 관리
◈ (국가품질관리검역검사총국(AQSIQ)과 지역검역검사부, 식물검역소(CIQs)) 농업/식용 제품에 GM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
◈ (임업부) GM나무의 수입, 생산, 연구 승인 및 자체 규제 정책 마련
◈ (환경보호부; MEP)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및 협상
◈ (GMO의 바이오안전성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가기술위원회; NTC) 안전성 평가, 시험, 감독을
포함한 GM제품에 대한 기술표준안 마련과 개정 담당
◈ (농업 GMO관리를 위한 부처합동회의; Joint-Ministerial Conference for Biosafe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국무원 산하 기구로 1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오안전성(Biosafety)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

❍ [농업용 GMO 승인절차] 중국 내 농업용 GMO 승인에 대한 책임은 농업농촌부에
있음. 용도에 따른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관리/감독 상황에
대해서 농업농촌부 바이오안전성사무국에 신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연구개발: 인체, 동식물, 미생물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
등급※ 으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관리등급 I: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 I : 낮은 위험 존재, I I: 중간 위험 존재, IV: 높은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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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재배 승인: 실험실 연구 → 중간실험(소규모) → 환경영향실험(중규모) →
생산성 실험(대규모) → 안전증서 획득 → 품종인증심사 통과 → 생산허가증 획득
→ 경영허가증 획득 → 상업적 재배
- 식품/사료/가공용(FFP) 수입: FFP용 GM제품의 수입을 위한 바이오안전증서 검토와
발급은 농업농촌부에서 담당
❍ [GMO 표시제] 중국은 2002년 1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시장에서 판매되는 GM식품은 모두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GMO
판매, 생산소비 등을 규제하기 위해 2017년 11월 표시 관리 방법을 개정·발표함.
-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GMO에 대한 오보 및 잘못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식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규제 초안’에서는 중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식품과 성분에 ‘non-GMO’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2018년 7월 4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보건위원회현합은
식용유에 대한 표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유 표시 관리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이 고시에서는 중국에 미승인된 GMO는 수입·재배도 되지 않으며, 이에
시장에 유통되는 작물·가공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는 non-GMO
라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함.
❍ [미승인 GMO 정책] 현재 규정상 GMO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승인을 받은 GMO에 대해서만 농업농촌부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발국선승인조건을 따라야 함.
- 정부의 GMO승인이 점점 느려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미승인GMO에
대해서는 저수준혼입(Low Level Presence) 0%를 고수하고 있음.
❍ [안전관리 모니터링] 농업농촌부는 2018년 법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한 결과, 일부 안전관리조치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견
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2019년 2월 이를 공개함.
- GM옥수수와 면화에 대한 중간 실험 실시 중 미신고 또는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불법 종자 생산 및 가공 사례 등이 적발되었고, 사례에 따라 벌금 및 구금 조치가
취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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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육종기술] 중국 과학아카데미와 농업과학아카데미에 속한 많은 연구진들이 생명
공학 혁신기술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유전자가위 산물들의 상업화는 어려운 상황임.
- 농업농촌부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해외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승인현황>
❍ 중국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상업적 생산이 허용된 것으로는 면화,
페튜니아, 토마토, 단고추(sweet pepper), 포플러, 파파야 6종이 있지만, 면화와
파파야만 재배되고 있음.
❙중국의 GM작물 재배 승인 현황❙
작물
면화
페튜니
토마토
단고추
포플러
파파야
Bt쌀
Phytase 옥수수

※ Source: ISAAA

승인 연도
1997
1997
1998
1998
2003
2006
2009년 11월 27일(바이오안전증명서 발급)
2009년 11월 27일(바이오안전증명서 발급)

❍ 농업농촌부가 2009년 11월 27일 바이오안전증명서(biosafety certificate)를 교부한
해충저항성 쌀과 고(高) 피타아제(phytase) 옥수수는 2014년 12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상업적 승인을 하지 않았음.
- 2018년 1월, 미국 FDA는 화중대학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쌀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10월, 난징 농업대학은
일반 재배지, 알칼리염류토양에서 GM벼 품종이 일반 품종보다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담을 논문을 Fonr. Plant Sci.지에 발표함.
❍ 2018년 12월, 중국에서 가공용으로 수입이 승인된 GM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4개 작물 31개 이벤트이며, 중국의 새로운 이벤트 승인이 더디게 진행되어
미국과의 무역문제가 심화되었고, 2019년 1월 미중 FTA를 앞두고 5개 작물의
수입을 승인하고 기존의 작물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연장시켰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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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현황>
❍ ISAAA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Bt면화 재배면적은 294만 ha로, 2017년 보다
5% 증가함.
- Bt면화는 293만ha, GM파파야(바이러스 내성)은 9,600ha에서 재배됨.
- 2018년 전체 면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383만ha로, Bt면화의 채택률은
9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1998년부터 Bt면화를 도입하여 26만 ha에서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그 재배
면적이 2013년 460만ha까지 그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18년 294만 ha에서 재배되고 있음.
<수출입 및 이용현황>
❍ 중국은 면화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며, GM대두, 면화, 옥수수 등 사료 및 가공용
수입 비중이 높음.
❍ [면화] 중국의 2019/20년 면화 생산은 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고,
면화 소비는 895만 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20년 면화 수입은
소비 증가에 따라 2018/19년 대비 다소 증가한 200만 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대두] 2019/20년 대두 생산은 정부의 보조금 증가, 재배면적 확대, 생산성 증가로
2018/19년 대비 5.7% 증가한 1,68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20년 대두 수입※은
2017/18년(9,410만 톤)보다는 못 미치지만 2018/19년 8,800만 톤보다는 회복하여
9,1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 2018/19년도는 돼지 열병으로 인해 사료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미국산 대두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마찰로 인해 수입을 약화시킴. 2017/18년 브라질산 대두의 수입
비중은 58.2%, 미국은 28.7%임.

- 2019/20년 사료 소비의 감소는 대두박 이용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연구개발현황>
❍ 2009년 자국의 기술로 개발한 GM작물인 피타아제(phytase) 옥수수(사료)와 Bt쌀
(식품)의 바이오안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상업화가 예상되었지만, 지금까지 상업화
되지 않았으며, 2014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됨. 개발된 Bt쌀에 대해서는
미국 FDA의 안전성 확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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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농업농촌부는 현금작물, 사료 및 산업용작물, 식용작물, 마지막으로 주식
작물(벼, 밀, 대두) 순으로 상업화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마련하였지만, 언제 어떤
작물이 상업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시험재배(중간실험 및 환경방출 실험)가 허가된 작물에는 해충저항성 옥수수와
대두, 고 라이신 옥수수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내성(가뭄, 염분) 및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GM밀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개발계획(2006-2020)에 따르면, GM 및 신기술 개발 프로
그램은 작물(벼, 밀, 옥수수, 면화)과 동물(돼지, 소, 양)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충 질병 스트레스 내성 형질을 같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통상부는 ‘해외기업투자유치 특별관리
(Th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 for foreign investment access)’ 개정을 통해
재배종자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다국적 종자 기업에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됨.
- 그러나 해외기업의 GM작물 연구 수행과 종자 생산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인식>
❍ 중국 정부는 컨퍼런스, 언론인과 지역정부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 생명공학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베이징 기술연구소는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중국 농업비지니스 경영진들의
GM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Sustainability’에 발표함.

※ 160개 기업(종자, 농약, 사료, 식품가공업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2019년 베이징 기술연구소가 발표한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GM기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경영진들도 GM식품 소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GM작물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GM작물 재배를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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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루마니아 정부, 소농의 판로 확보 위해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 IEG Policy가 발표한 “Romanian government develops retail chain for fruits and
vegetables”(2019.8.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정부, 소농의 판로 확보 위해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 2018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낮은(평균가격
대비 34.6% 낮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Eurostat 통계), 이에 일각에서는 루마니아의
유통체계 하에 양질의 농산물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루마니아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월 루마니아
농림부는 정부 소유의 기업인 ‘우니레아(Unirea)’를 설립하고 1,97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였음.

※ 루마니아는 전체 농업인의 대다수를 200만 명이 넘는 소규모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음.

- 우니레아 사장인 아드리안 이즈보라누(Adrian Izvoranu)는 현재 대도시※에서 60개의
판매점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생산농가 선택, 수집센터 구축, 유통과정의 통합 등의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에 판매점을 두면 농산물 판매를 촉진 시킬 수 있음.
❍ 우니레아는 개별 생산물에 대해 최대 30%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지역의 평균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그러나 루마니아 농업인 연합인‘Pro Agro’는 우니레아 설립은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이며, 농업인이 시장에서 교섭력 강화를 통해 가격 결정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자 연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하였음.
- ‘Pro Agro’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농가들은 조직화 수준이 미비하여 농산물의
대부분이 지역 시장 혹은 농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음. 또한, 다수가 경작농지
0.5ha 미만인 영세 자급농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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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소비 장래추계
※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の食料消費の将来推計(2019年版)」(2019.8.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 소비 장래추계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국세조사를 기반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의 식량소비(식비지출, 식생활 외부화※ 등)를 분석한
식량소비 장래추계를 발표하였음.

※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식품 가공 및 조리 과정이 가정 외에서 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향후 1인당 1일 섭취 에너지와 공급열량※ 모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감소
영향으로 식품 소비 총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에게 공급되는 총열량

❍ 가공식품 소비와 그에 따른 식비지출 증가로 1인당 식비지출은 증가할 전망임. 한편,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1인당 식비지출 증가세가 상쇄되어 식비지출 총액※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된 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임.

※ 식비지출 총액 = 1인당 식비지출 × 인구

- 1인당 식비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식생활 외부화에 있음. 향후 식생활 외부화에
따라 식비지출 구성비율이 신선식품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100)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식비지출 추이에서는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 및 외식 지출액은 각각 32%,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선식품 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5% ⟶ 2015년 27% ⟶
2040년 21%로 축소됨. 특히, 향후 증가할 1인 가구는 외식, 신선식품보다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전체 식품 품목별 식비지출 구성비율 중 곡물류, 어패류, 육류, 채소·해초류, 과일,
주류, 외식의 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며, 유란(乳卵)류, 유지·조미료, 과자류, 조리식품,
음료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 소비동향 변화에 맞춰 수입 농축산물의 비율이 높은 가공용 및 업소용 수요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국산 농축산물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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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 연령층(39세 이하,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으로 구분)에 따른 품목별 식비지출비율 변화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음.
- (1인 가구) 2015년부터 2040년까지 65세 이상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는
곡물류와 채소·해조류 등 신선식품 지출비율이 증가하고, 조리식품 및 유지·조미료
등 가공식품 지출비율은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며, 외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인 가구) 2015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곡물류와 채소·해조류, 과일
등 신선식품 지출비율이 감소하고, 조리식품과 음료 등 가공식품 지출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외식은 39세 이하 세대의 경우 지출비율이 감소
하지만,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와 과실류는 남성보다 여성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소비자일수록 채소·과실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언론 동향

미리 보는 2019 국정감사 주요 이슈(1): 공익형 직불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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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2019 국정감사’ 주요 이슈(1): 공익형 직불제 개편
❍ 2019 국정감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1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향후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할 예정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각종 농정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에 이번 국감에서 농업분야의 최대
이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될 전망
❍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식(2019.9.3.)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쌀에 편중된 현행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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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가 지난 2019년 9월 3일 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4.4% 증액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 요구도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지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2019.8.29.)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직불금
개편을 위해 2020년 예산을 2조 2,00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한 질타를 쏟아내며
3조 원 이상의 예산편성을 주장하기도
- 농업계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선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2019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재정
규모를 2조 2,000억 원으로 제시해 진통이 예상
❍ 이밖에 구체적인 개편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인해
농업인이 지급받는 직불금 수준이나 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는 정부와 여당이 연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시행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재정 규모나 추진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
❍ 쌀농가 입장에선 당장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는 데 따른 대책이 궁금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농민들이 손에 쥐게 될 직불금이 얼마인지도 제시
되지 않았고, 다만 밭농가도 쌀농가 수준의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농에게는 종전
보다 넉넉한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정도만 확인된 상태
❍ 또한, 최근 수확기 쌀값이 지금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쌀 목표가격 논의가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지지부진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수확기를 앞둔 쌀값 지지 방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등
주요 농업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단순히 직불제의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익형 중심으로 틀 전환, 양정·농지·환경·예산 등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도입을 전제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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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의 의미라든지 농가에게 부여할 상호
준수의무 같은 문제도 공론화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이 환경보전 등의 의무를 실제
이행했는지 점검·평가할 기준과 주체가 애매해 이름만 ‘공익형’일 뿐 실제 농업·
농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
❍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직불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확보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상호준수의무와 관련해선
고령농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농민이 실제 이행 가능하면서 기대효과가 높은 메뉴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임에도 현장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정리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그런 활동이 확대돼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
자료: “올 국감장 ‘공익형 직불제’ 놓고 난상토론 예고”(농민신문, 2019.9.6.),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대 붕괴...‘농업무시’ 심각”(농민신문,
2019.9.9.)“[주목] 미리보는 ‘2019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농수축산신문,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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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소매점 판매액으로 본 가공식품 소비트렌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9.9.)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매점 판매액(P.O.S)으로 본 가공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2019.9.9.]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지정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은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소매업체 판매데이터(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37개 가공식품※※에 대해 최근 4년(2015.1분기~2019.2분기)간의 판매
트렌드를 분석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심층 정보분석 및 활용자료
등의 생산을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
※※ 분석품목(37개): 즉석섭취･조리식품, 김치, 떡, 액상커피, 액상차, 빵, 탄산음료, 육가공품,
된장, 발효유, 양념장류, 어육가공품, 라면, 두부, 인스턴트커피, 비스킷, 우유,
두유, 초콜릿, 만두, 스낵, 반생초코케익, 식염류, 조미료, 간장, 캔참치, 분유, 식빵,
식용유, 과채음료, 전통기름, 프리믹스, 밀가루, 빙과, 설탕
<POS 데이터>
• 대형 할인마트(온라인 포함), 체인형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식품점 등 총 4,200개소 판매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소매유통 시장의 90% 이상을 반영하는 자료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을 통해 수집된 정보. 상품에 바코드 등을 붙여놓고 이를
스캐너로 읽어서 가격을 자동계산하는 동시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집적된 데이터를 의미

분석 결과
❍ [증·감 품목]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품목의 소비가 늘어나고 조리가 필요한 식재료 관련
품목의 소비는 감소
- (증가 품목) 즉석섭취·조리식품의 매출액이 연평균 25.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김치(20.6%↑) ＞ 떡(9.4%↑) ＞ 액상커피(8.7%↑) ＞ 액상차(7.1%↑) 순,
이는 가정간편식(HMR) 및 포장김치 시장이 확대되는 등 식생활에서의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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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품목) 설탕(2015~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 –9.6%), 빙과(-6.9%), 밀가루(-5.9%),
조제커피(-4.1%), 고추장(-3.8%) 등 식재료 관련 품목의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
❍ [시기별 판매 트렌드] 가공식품의 판매트렌드는 계절 및 시기에 따라 서로 달라
- (명절증가) 식용유, 전통기름(참기름, 들기름), 프리믹스(부침가루, 튀김가루 등),
육가공품은 추석·설이 포함된 1·3분기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
- (하계 증가)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빙과류, 액상커피,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매실청·레몬청 조제를 위한 설탕 구매가 급증, 특히 특히, 시원하게 마시는 액상
커피는 여름철인 2분기와 3분기에 판매가 많았고, 따뜻하게 먹는 것이 일반적인
조제커피는 1분기에 판매액이 높은 것이 특징
- (동계 증가) 성탄절·수능 등의 영향으로 초콜릿 소비가 증가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따뜻한 라면이나 호빵, 빵의 매출이 증대
❍ [성장성 분석] 가공식품 품목별로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상반기의 판매액 증가율과
해당 품목의 점유 비중을 고려하여, 시장에서의 지위와 향후 성장성을 분석※

※ (좌표분석) 가로축은 37개 가공식품 총 판매액 중 각 가공식품 품목이 차지하는 점유 비중
으로, 세로축은 품목별 매출액 증감률(%)로 구성하여, 각각 평균치와 2019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좌표 분석을 시행

- (성장) 판매액 증가율도 높고, 판매액 비중도 높은 품목은 즉석섭취·조리식품,
액상커피, 탄산음료, 발효유로 해당 품목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유망) 김치, 떡, 만두의 경우 판매액 비중은 높지 않으나 김장 수요 감소 등
편의성을 이유로 소매점에서 판매가 늘고 있어 향후 소매점 시장에서 성장이 기대
- (둔화) 판매액 비중은 높으나, 판매액 증가율이 낮은 품목은 라면, 우유, 스낵과자
등으로 이들 품목은 시장이 포화 상태로서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위축) 판매액 증가율도 낮거나 감소하고 있고, 판매액 비중도 낮은 품목은 간장,
고추장, 양념장류, 전통기름, 두부, 조미료 등 조리용 식재료이며, 이들 품목은
소매시장에서 점차 감소 중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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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명

지속 증가 품목

• 즉석섭취·조리식품(2015~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 25.1%↑), 김치(20.6%↑), 떡
(9.4%↑), 액상커피(8.7%↑), 액상차(7.1%↑)
※ 연평균(2015~2018) 판매액 증가율 기준

지속 감소 품목

• 설탕(2015~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 –9.6%), 빙과(-6.9%), 밀가루(-5.9%), 조제커피
(-4.1%), 고추장(-3.8%)
※ 연평균(2015~2018) 판매액 증가율 기준

계절별 등락
* 분기별 매출액 추이
기준(2015.1분기~2019.
2분기)
성장성 분석
* 2018.상반기 대비
2019.상반기 매출액
기준

• 명절(*1·3분기) 특수: 식용유, 전통기름(참기름·들기름), 프리믹스(부침가루, 튀김
가루 등), 육가공품
• 여름철 인기 품목 : 빙과류, 액상커피, 탄산음료
• 겨울철 인기 품목: 초콜릿, 라면, 호빵, 빵
• 성장 주도 품목※: 즉석섭취·조리식품, 액상커피, 탄산음료, 발효유
※ 판매액 비중과 판매 증가율이 높음.
• 시장 감소 품목※: 간장, 고추장, 양념장류, 전통기름(참기름·들기름), 두부, 조미료
※ 판매액 비중 및 증가율이 낮음.

※ 37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15.1분기～2019.2분기)간 전국 4,200개 소매점의 판매자료(P.O.S)를 분석,
특징별로 분류
❙최근 4년간(2015~2018년) 가공식품 소매판매액 연평균 증감률❙
구분

연평균
증가율

구분

연평균
증가율

구분

연평균
증가율

구분

연평균
증가율

즉석섭취조리

25.1%

양념장류

3.5%

스낵

1.2%

전통기름

-3.4%

김치

20.6%

어육가공품

3.3%

반생초코케익

0.3%

프리믹스

-3.5%

떡
액상커피

9.4%
8.7%

라면
두부

3.1%
3.1%

식염류
조미료

-0.3%
-0.4%

고추장
조제커피

-3.8%
-4.1%

액상차

7.1%

인스턴트커피

2.9%

간장

-0.4%

밀가루

-5.9%

빵

6.1%

비스킷

2.9%

캔참치

-0.8%

빙과

-6.9%

탄산음료
육가공품

6.0%
5.4%

우유
두유

2.6%
2.1%

분유
식빵

-1.0%
-1.1%

설탕

-9.6%

된장

4.8%

초콜릿

1.9%

식용유

-2.5%

발효유

4.0%

만두

1.7%

과채음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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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9.9.10.)

개요
❍ [통계청, 2019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19.9.10.]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표본수) 1,018개 표본구역 / (조사기간) 수확기(5월 하순～8월 하순) / (조사항목)
3㎡당 감자 중량(20g 이상, 20g 미만) / 피해상황 등, 2019년 봄감자 10a당 생산량 상대표
준오차(RSE): 3.39%

조사 결과
❍ [2019년 봄감자 생산량] 46만 5,948톤, 전년(38만 5,244톤) 대비 8만 704톤(20.9%) 증가
- (증가 원인)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이 양호※

※ 강수량(5월 상순～6월 상순): (2018) 127.4mm → (2019) 106.5mm / 일조량(5월 상순～6월
상순): (2018) 298.6hr → (2019) 377.7hr

- (시도별) 경북(7만 8,931톤, 전국 생산량 중 16.9% 차지) ＞ 충남 6만 4,224톤(13.8%)
＞ 전남 6만 1,173톤(13.1%) 순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단위: 톤, ha, kg)❙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432,342
15,596
2,772

367,363
14,545
2,526

393,670
15,259
2,580

321,518
14,943
2,152

385,244
15,819
2,435

465,948
18,150
2,567

전년 대비(%)
20.9
14.7
5.4

❍ [2019년 봄감자 재배면적] 1만 8,150ha, 전년(1만 5,819ha) 대비 2,331ha(14.7%) 증가
- (증가 원인) 전년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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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봄감자 10a당 생산량] 2,567kg, 전년(2,435kg) 대비 132kg(5.4%) 증가
- (증가 원인) 생육기 기상여건 호조 및 병해 등 피해율 감소※

※ 표본구역 피해발생 비율: (2018) 36.0% → (2019)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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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시도별 2019년 봄감자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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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