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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 개최
2019 아시아·태평양 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정부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만생종 사과·배 가공용 수매지원 추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 개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지표 변화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농무부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국의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배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2): 경영소득 안정, 농업 생산기반 정비
언론 동향 ❙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주요 동향

▮통계·조사
•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 변화
• 소고기 소비 실태와 인식변화

⎗ 정책동향

정책동향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0.25.)

개요
❍ [기획재정부,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19.10.25.]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

관련 동향
❍ [WTO 내] WTO 개혁과제 중 하나로 2019년부터 논의 본격화
◈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WTO의 국제무역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WTO 개혁이
핵심과제로 대두
◈ 2019년부터 WTO 내에서 투명성 강화, 상소기구 개혁, 보조금 개선 등과 함께 개도국 특혜가
주요 개혁과제로 활발히 논의 중

❍ [선진국] 미국·EU·日, 주요 개도국에 대한 특혜 개선 요구
◈ 미국과 주요선진국(EU·일본 등)들은 경제적 위상·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2019.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포함 11개국※을
지목, 90일(2019.10.23.) 내 상황 진전 없을 시 독자 조치(개도국대우 중단, OECD 가입 반대) 예고
※ 韓, 中,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UAE, 멕시코, 터키

❍ [주요국] 브라질·싱가포르가 향후 특혜 주장 않겠다고 선언
◈ 브라질(2019.3월), 싱가포르(2019.9월)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만,
UAE※도 전향적 입장 표명
※ “WTO에서 자국의 특혜 철회 승인 시 반대하지 않을 것”(2019.7.29일)

❍ [우리나라 상황] 1996년 이후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 향유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으나,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
◈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및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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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결정 필요사안] 현재·미래 협상부터 특혜를 주장할지 여부
-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발전된 개도국이 현재(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또는 미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현재·미래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 [영향] 현재의 개도국 특혜는 그대로 유지되며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 충분
- (농업) 미래(농업) 협상이 타결되어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는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농업협상의 경우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중단상태, 향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
하고,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협상 결과 에도 영향 없음.
※※ ①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국별 쿼터를 적절히 배분하고, ② 향후
에도 513% 쌀 관세율을 지속 보장하며, ③ WTO에 제기된 이의는 철회
- (무역규범) 개도국 특혜와 개도국 지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APTA※
등 무역협정에는 영향 없음.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1976년 한국, 인도,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개도국
6개국 간의 특혜 무역협정으로 올해 5라운드 협상 진행 중(WTO 권능조항에 근거)
정부 및 대응방향
❍ [정부입장]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 다만 ①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②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
<정부 입장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 (우리경제 위상) 1995년 당시부터 개도국인지에 대한 논란, 현재 GDP 세계 12위·수출 6위·국민
소득 3만 달러 등 비약적 발전
◈ (대외동향) 현재 WTO 내에서 선진-개도국 모두 우리의 특혜에 문제 제기, 싱가포르·브라질 등
특혜 미주장 선언
◈ (영향)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 가능,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 갖고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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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향] 3대 정책방향 하에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 (민감분야)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 최대한 보호
- (피해보전) 미래의 협상 결과 국내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 (농업경쟁력)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적극
지원

•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농업소득보전법)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
※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 전제로 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2019년: 1.4조 원
→ 2020년안: 2.2조 원)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개선 추진
•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급식 연계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 강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간식 등은 예타 등 선행절차 거친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 지속 확대
※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적용 비중 확대 등 적극 검토
•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 촉진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화

• 청년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월 80~100만 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방안 적극 검토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조건 개선(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등), 매입단가
인상 등 농지은행 제도개선 시행
•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2020년 농업예산 15.3조 원으로 편성(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율(+4.4%))

 상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지원에 만전

- 향후에도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확산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
• 농어촌 상생기금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2019.11월 시행) 등 추진
※ 세제혜택 일몰 연장(개정안 발의), 동반성장 평가 가점 확대, 정부포상 확대 등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업경쟁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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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자료 : 환경부(2019.10.22.)

개요
❍ [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2019.10.22.]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019.10.22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심의·확정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
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
❙비전 및 주요과제❙
비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온실가스 배출

목표

(2017) 709.1백만 톤

(2030) 536백만 톤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로 2℃ 온도상승에 대비

기반 조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 강화

핵심전략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중점 추진과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기후변화대응 新기술·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제도·조직·거버넌스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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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계획
1.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8대 부문 감축
❍ [전환]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전원믹스 개선) 석탄발전소 감축(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 환경급전 실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12.)을 통해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추가감축
잠재량의 감축목표･수단 확정
- (에너지 수요관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 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 단위 실현
❍ [산업] 에너지효율 혁신, 신기술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
- (에너지 효율개선)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 (원료·연료 대체) 국제적 기준(몬트리올 의정서)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유연탄 → LNG 등)로의 대체 촉진※

※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 중유 → LNG, (시멘트) 유연탄 → 폐합성수지

- (신기술 적용 확산)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최고수준 설비 교체 등 신기술 적용
확산 및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건물]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 (기존 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
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

※ (기존) 공동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 → (개선)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2020～)
- (신규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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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형광등의 단계적 시장퇴출 추진(~2028) 등 스마트조명 보급 확산
❍ [수송] 친환경차 확산 등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
- (저탄소 수송)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산※ 및 연비기준 개선

※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 대 보급

- (수요 관리)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운영
하는 등 교통 수요관리 강화
- (물류·인프라)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의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보급※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개선

※ 공공에 LNG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선박 사용 유도
❍ [폐기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생산·소비) 재활용산업 활성화,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가스 회수)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회수시설 운영효율 증대 등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회수 확대
❍ [공공·농축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및 논물 관리기술 개발
-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학교, 사법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연계와 인센티브 지원 병행을 통한 감축 동기 강화
- (농축산 부문) 논물 사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여건을 마련하고 저메탄·양질의 사료 공급 확대※

※ 논 간단관개 / 논물 얕게대기 면적 비율: (2017) 87.3% → (2030) 97 / (2025) 5%
→ (2030) 10
❍ [CCUS·산림] 비배출원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강화
- (CCUS※) 포집·전환 등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 톤 규모의 활용 기반 구축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 6 -

⎗ 정책동향

- (산림) 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 및 생활권 도시 숲 확대 등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증진하고 해양부문의 탄소 흡수원 확충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 강화
- (할당총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의 불확실성 제거
- (유상할당)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대상 선정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 (현재) 3% → (2021～2025) 10% 이상 → (2026～) 추가 확대 추진

❍ 기업의 감축투자 촉진기반 마련 및 배출권거래 유동성 제고
- (할당방식)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 GF방식 대신 BM※방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할당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개편

※ GF(Grand Fathering): 과거배출량 기반 / BM(Bench Mark): 배출원단위 기반

- (시장 활성화) 시장조성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거래 유동성을 제고하고, 장내
파생상품을 도입하여 잉여배출권의 시장공급을 유도
- (외부사업) 국내 외부사업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외부사업의 운영 방향 재설정※

※ 그간 외부사업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2020～2021)하여 제4차 계획기간
(2026)부터의 운영방향(신규사업 승인 제한 여부 등) 설정
이행점검·평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하에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 처별 이행실적 자료 수집･제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 평가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잠정
배출량 산정·공개(+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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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5대 부문(물·생태·국토·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물관리) 수량·수질 등 물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 도입

※ (시간) 3시간 前 → 6시간 前, (공간) 하천중심 → 주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 (생태계)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생태계 피해 인자(산불·병해충 등)에 대한 종합감시망 구축
- (국토·연안) 취약성 분석 기반의 사회기반시설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 구축
- (농·수산)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및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 (건강)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무더위쉼터, 대응매뉴얼 등) 강화
❍ 첨단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
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플랑크톤 변화 등 대기, 지면, 해양 모니터링
- 전국 폭염·한파 위험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
❍ 적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 국가·지자체 적응대책의 중간·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 정부 정책·개발사업 등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
변화 적응 평가제도 도입※

※ (2020) 적응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2021) 시범실시 → (2022) 적응평가 의무화 추진
- 도시·지역 단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취약성 저감 사업(쿨링로드·쿨루프 등)
추진 및 기후변화 취약산업에 대한 적응 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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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익을 도모하는 국제협상 수행
- OECD, IPCC, 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채널을 다각화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JPO 파견 등) 지원
❍ 저탄소 생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기후변화 관련 홍보·교육 확대
- 그린카드 적용 범위 및 할인 혜택 확대, 탄소발자국 인증 활성화, 종이영수증
최소화 추진 등 친환경 생산·소비 지원 프로그램 개선·확대
-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주요 인사 기후변화 홍보대사 임명 및 국민 참여
운동 확산(UCC, SNS), 정기적인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추진
-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누리과정 연계 등)
-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체험관 등 지역별 거점을 주축으로
실질적 체험 기회 확대 및 지역별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수립 과정
전반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의무화
- 신 기후체제의 배출량 산정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보고서 제출
- 국제사회 동향(선진국 감축목표, 2℃목표 달성 등), 우리나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 도출※

※ (2019) 저탄소 발전 포럼 및 기술작업반 → (2020.상) 대국민 공론화 → (2020.하)
정부안 확정
- 개별 법제에 분산된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각 주체별 온실
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립한 후
「기후변화대응법(가칭)」 제정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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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0.21.)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 개최, 2019.10.21.]
2019.10.21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원들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성과심의관, 재정
기획심의관 등 / (민간) 지원단장, 부단장, 작업반별 관리자, 주요 국책연구소 부원장 등

- (주요 내용) △엄중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부 역량 총동원, △구조적
변화에 철저한 준비, 선제적 대응, △전략적 대응 +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이 중요, △지원단 과업 및 운영체계 개편 ⇨ 국가재정
운용계획 내실화
- (향후 계획)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전망과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을 내실화하고자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단을 예년에 비해 약 4개월 일찍 구성하여 준비작업에 착수,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자료 : 국회(2019.10.22.)

❍ [국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10.22.] 2019.10.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
- (향후 일정) 2019.10.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2019.11.11일부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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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ㆍ태평양 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최
자료 : 보건복지부(2019.10.23.)

❍ [보건복지부·글로벌푸드뱅크네트워크(GFN), 2019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 개최※※,
2019.10.21.~10.25., 서울]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
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2019.10월
21일부터 10.25일까지 코리아나호텔(광화문)에서 개최

※ (주최) 보건복지부, GFN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 (참여국) 13개국･총 50여 명, 몽골,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뉴질랜드, 대만, 싱가폴, 호주 등

- (주요 내용)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방안, 국제
푸드뱅크 현황 및 기부 기업 발굴 방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
<푸드뱅크>
•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위탁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457개 푸드뱅크 사업장※을 운영 중

※ (운영 형태)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1), 광역(17), 기초푸드뱅크·마켓(439개소)
<푸드뱅크 개요>
◈ (주요 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사업장) 전국·광역·기초 단위의 457개 사업장 운영
◈ (운영 형태)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1), 광역(17), 기초푸드뱅크·마켓(439개소)
◈ (기부) 누적 기부액 1조 7,000억 원, 매년 2,000억 원 상당 기부 식품 모집
누계
1,688,904
식품
생활용품

1998
2,770
-

2012
118,236
101,847
16,388

2013
144,033
128,284
15,749

2014
157,720
136,956
20,764

(단위: 백만 원, 2018년 12월 기준)
2015
2016
2017
2018
160,901 178,316 202,803 219,849
139,371 152,067 164,819 185,064
21,530 26,249 37,984 34,785

◈ (지원) 매년 저소득층 30만 명과 1만 4,000개의 시설에 기부식품 등 제공

연도
2016
2017
2018

개인이용자
인원(만 명)
금액(억 원)
29.4
740
27.6
847
30.0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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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명, 억원, 개수, 2018년 12월)
시설 이용자
개소수(개)
금액(억 원)
15,282
972
14,483
1,042
14,33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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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N(Global Foodbanking Network) 개요>
◈ (설립연도) 2006년 10월
◈ (설립목적) 취약계층 대상 기부 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설립하여 기아·결핍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 (주요업무) △전 세계 결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금 지원, △신규푸드뱅크 설치 및
회원국 기술 지원, △글로벌 식품기업 파트너십 개발, △푸드뱅크 우수 운영사례 및 교육 자원 공유,
△연 1회 FoodBank Leadership Institute 세미나 개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자료 : 보건복지부(2019.10.22.)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지역에 답이 있다” 전국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2019.10.22.] 9주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
- (주요 내용) 2019.10.22일(화)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2020) 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

※ 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해 의견을 수렴
❙17개 시·도 지역 순회 토론회 일정❙
주간
10월 4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일자
2019.10.22.(화)
2019.11.11.(월)
2019.11.13.(수)
2019.11.19.(화)
2019.11.20.(수)
2019.11.21.(목)
2019.11.26.(화)
2019.11.27.(수)
2019.11.28.(목)
2019.12.04.(수)
2019.12.10.(화)
2019.12.11.(수)
2019.12.12.(목)
2019.12.17.(화)
2019.12.18.(수)
2019.12.19.(목)

※ 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17)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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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주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충북연구원
광주복지재단
협의 중
전북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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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정부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23.)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 논의, 2019.10.22.]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2019.10.2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
- (주요 내용) △WTO 개도국 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
- (개도국 문제 관련) 정부는 ➀ 국익을 최우선으로 ➁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➂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
한다는 원칙 하에 2019.10월 중 개최(2019.10.25.)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
- (자동차 232조 조치 관련)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 전달하는 한편,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

한-베트남 제9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22.)

❍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
위원회※ 개최, 2019.10.22., 서울] △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협의

※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FTA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및 통상
총괄부처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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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통상 3개 분야 협력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과,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산업공동위원회) 2011년 설립된 이래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이슈를 논의해 왔으며, 그간 추진되어 오던 협력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애로
사항※ 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베트남 정부에 지원 요청

※ ① 일부 공정 외주임가공 수출업체 관세면제, ② 단기파견근로자의 소득세 면제,
③ 호치민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지연
문제, ④ 베트남의 지붕태양광 관련 한국제조업 기업 지원
- (FTA공동위원회) 양국은 발효 5년 차(2015.12.20. 발효)인 한-베트남 FTA의 성실한
이행으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세, 식품 및
동·식물에 관한 수입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세이프 가드 등)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외교부(2019.10.23.)

❍ [외교부,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2019.10.23., 베트남 하노이] 2019.10.23일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투자 상호 확대, 금융·인프라·농업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 양국 수석대표: (韓)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베) 부 다이 탕 기획투자부 차관

- (한국 측) △우리 기업 투자개발사업 인허가 협조 및 미수금 회수, △우리 금융사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투자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베트남 측의 협조 당부
- (베트남 측) 양국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의 對韓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열대
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베트남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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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자료 : 국회(2019.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2019.10.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는 2019년도 국정감사 중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를 개의(2019.10.17.)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
- (주요 내용)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기관으로 송부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이유>
￭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 원에서 2018년 1,292
만 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
￭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
￭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
기준으로 관세 등을 부담
￭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보·무역·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
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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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1.)

❍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2019.10.21.] 노동집약적·관행농업
(경험) 위주의 노지(露地)영농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개소를 2019.12.13일까지 공모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노동집약적･관행농업(경험)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노지영농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영농으로의 전환과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주요 내용) △도 단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산-학-연)를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1개 품목/1개 시·도)한 뒤, 3년간(2020~2022년) 신청품목의
스마트영농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생산부터 유통까지 노지 전(全) 분야에서
스마트영농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ICT
장비·스마트시설·농기계 등 집중 지원(3년간 약 250억 원/ 1개소)
- (기대 효과) △노지에서 스마트영농 확산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
△생산에서는 편의성·효율성 제고와 유통에서는 관측·수급예측이 기대, △新스마트
농업인 육성과 국산 첨단 스마트농기계 실증과 보급 등 기술개발 촉진 기반이 마련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안)>
◈ (사업 목적) △노동집약적·관행농법(경험) 위주 노지재배 방식을 ① 스마트농기계를 활용하여
생산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데이터에 기반한 관측·수급예측 등 유통의 스마트화 도모,
△국산 첨단 농기계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의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생산의 스마트화…노지작물 집단·단지화 지역(2개소)에 즉시 적용 및 현장실증이
가능한 장비를 집중 지원, 노지영농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유통의 스마트화…데이터를
수집하여 수급예측, 관측기술, 생산-소비효율성·유통투명성 제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급형
농업 등 활용
※ ⅰ) ICT 관수·관비 장비 ⅱ) 스마트농기계(드론, 로봇, 무인트렉터 등), ⅲ) 기존 시설 스마트
공장화(APC, RPC 등)
◈ (지원대상) 지자체(노지작물 주산지·공동경영체 중심 농업인·농업법인 구성)
◈ (지원조건 및 품목) 국고보조 50∼100% / 2품목(식량작물, 원예작물)
◈ (지원면적) 약 50ha + α/ 1개소당
◈ (2020년~2022년 사업내용, 총사업비 기준) 49,700백만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위: 백만 원) (2020) 12,900
- 자동화 장비·기계지원
(2020) 3,000
- 기존시설 스마트화
(2020) 3,200
- 지역특화단지 기초기반 조성
(2020) 4,700
- 사업단 운영
(2020) 2,000

원
(2021) 21,600
(2021) 6,400
(2021) 7,200
(2021) 6,000
(2021) 2,000

(2022) 15,200
(2022) 9,600
(2022) 3,600
(2020)
(2022) 2,000

※ 2020년 예산은 확정(정부안), 2021∼2022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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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생종 사과ㆍ배 가공용 수매지원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1.)

❍ [농식품부, 만생종 사과·배 가공용 수매지원 추진, 2019.10.21.] 2019년산 만생종
사과·배 품목에 대한 다각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저품위과 가공용 수매지원을
통한 선제적인 시장 출하물량 조절하기로
- (주요 내용) △2019년 10월 28일부터 사과·배 주산지 지자체·농협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신청한 약 4만 톤※ 규모의 저품위과를 가공용으로 수매, △사과·배
중·하품은 가공용 수매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특·상품은 계약출하
물량(사과 51천 톤, 배 45천 톤) 탄력조절을 통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 △ 그 외
수출물류비 보조를 10월 선적분부터 기존 9%에서 18%로 상향 조정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비중을 확대

※ 수매물량: 사과 35천 톤, 배 5천 톤

- (향후 계획) 과실류 가격 하락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의 시설 지원과 고품질의 신품종 개발·육성,
과실브랜드 활성화, 자조금 제도 등 생산자 중심의 농가조직화 강화 등을 추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9.10.21.)

❍ [농촌진흥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 개최, 2019.10.21.] 2019.10.21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소비자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을
진행, 농촌진흥청 국민디자인단※ 「쌀의 팔팔(八十八)한 변신, 미(米)라클」팀에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소비자적 관점에서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 소통하기 위한 장을 마련

※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

- (개최 목적)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한 대국민 쌀 관련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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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쌀 중심 식생활(한식)의 건강 영향과 효과, △다양한 가공용 쌀 품종
개발 현황, △수요자 참여형 쌀 품종 개발(SPP※ ) 현황의 3개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장감 있고 구체적 토론 목적으로 쌀 가공제품 시식도 병행

※ 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 프로그램,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지자체, 소비자가 함께 품종개발에 참여.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
농협이 함께 개발한 벼 품종 ‘해들’이 있음.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5.)

❍ [농식품부,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9.10.25.]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의 단속시스템 간 공유를 통해
조사･단속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
⇒ 단속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 조사･단속정보의 공유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추진 가능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2019.10.25.)
<과거>

<개선>

• 단속기관 간 조사정보의 공유가 안되어 중복단속
발생

• 단속기관의 조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단속
최소화

• 위반업체 정보 단순 연계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일부 누락

• 위반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상습위반자 가중
처벌 누락 방지

•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농식품부(농산물)와 해양수산부
(수산물)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여 행정 비효율 발생

⇒

• 부정유통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매월 공문
으로 시달)

• 지자체의 단속정보를 한번에 입력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지자체의 편리제공으로 참여 확대)
• 부정유통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
(통합시스템 공유)

- (기대효과) △조사정보 통합관리로 중복단속을 방지하여 대상업체 부담 완화, △상습
위반자 가중처분 누락 방지로 위반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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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2.)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
개최, 2019.10.23.~25.] 2019.10.23일부터 10.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더
맛있는 미래’를 주제로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을 개최,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을 중심으로 더 젊게, 더 트렌드하게, 더 스마트
하게 구성

※ 대한민국식품대전: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온 대표 식품
박람회로 올해 11회째

- (주요 특징) △청년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다수 참여,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 주요 내용>
◈ (식품기업관) 중소식품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220여개 기업 참가
◈ (바이어상담회)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바이어와 식품기업 간 상담회 개최※
※ 해외바이어 상담회(2019.10.23.), 국내바이어 상담회(2019.10.23.∼10.25.)
◈ (특별관) 식품분야 4차산업혁명 사례를 볼 수 있는 식품트렌드관, 수출 인기 제품을 볼 수 있는
글로벌 K-FOOD관 운영
◈ (컨퍼런스) 가정간편식(HMR)시장 상품화 전략, 고령친화식품 개발동향 및 가공기술,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등 해외 최신 식품시장동향 등
◈ (부대행사) 창업기업 신제품 발표회, 미래혁신식품 아이디어 공모전, 식품전문가와 개인별 식품
취향을 알아보는 체험행사 등
◈ (식품외식유공자포상) 산업포장※(3),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4) 등 13점 수여
※ (사)한국포도회 황의창 회장, ㈜하늘바이오 오희숙 식품명인, ㈜디딤 이범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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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1./10.22./10.2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0.21./10.22./10.2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0.25.]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0.23일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2건이 추가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14건): 파주 3건, 연천 6건, 철원 5건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2019.10.2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 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 원, 이자감면액은
49억 원(1년 기준) 수준
◈ (지원 대상)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자금 등
◈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정책
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환경부, 전 직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 교육, 2019.10.21.] 2019.10.21일 주간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영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
- (추진 목적)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환경부 직원이 합심하여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
- (교육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외국의 멧돼지 대응 사례, 국내 발생과
대응 경과, △야생멧돼지 대응 긴급대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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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농식품부,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2019.10.23.] 2019.10.16일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0.25.): 총 14건>
1)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6일 → (확진) 2019.9.17일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7일 → (확진) 2019.9.18일
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3일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5)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6)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5일 → (확진) 2019.9.25일
7) 인천시 강화군 산삼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5일 → (확진) 2019.9.26일
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6일
9)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7일
1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9일 → (확진) 2019.10.9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0.2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신고
2019.10.02.
2019.10.11.
2019.10.11.
2019.10.12.
2019.10.12.
2019.10.14.
2019.10.15.
2019.10.16.
2019.10.16.
2019.10.19.
2019.10.20.
2019.10.19.
2019.10.23.
2019.10.23.

확진
2019.10.03.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5.
2019.10.16.
2019.10.17.
2019.10.17.
2019.10.20.
2019.10.21.
2019.10.21.
2019.10.23.
2019.10.23.

시도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시군구
연천
연천
철원
철원
철원
연천
철원
연천
파주
연천
연천
철원
파주
파주

주소
신서면 도밀리 944
왕징면 강서리 986
원남면 진현리 115
원남면 진현리 25
원남면 진현리 21
장남면 판부리 150-2
원남면 죽대리 산157
왕징면 강서리 1106
장단면 거곡리 1066
연천읍 와초리 615
장남면 반정리 652-1
원남면 죽대리 164
장단면 석곶리 303
장단면 석곶리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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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부근(약 900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정책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1./10.22./10.23.)

❍ [농식품부, 충남 이산시(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0.21.] 충남 아산시(곡교천)에서 2019.10.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최종 확인, 2019.10.22.]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2019.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 위한 도축장 검사 강화, 2019.10.21.] 겨울철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2019.11.1일~12.31일(2개월간) 기간 중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

※ 소: (2018) 97.4% → (2019.1.∼8.) 97.9 / 돼지: (2018) 80.7% → (2019.1.∼8.) 76.4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2019.10.21일~11.20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9천여 호 4,334천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천여 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 호
1,381천여 두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

※ 2019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감염항체 검출 농장,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장, 2016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밀집단지 내 농장,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
- (기대 효과)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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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지표 변화 등
이슈 브리프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지표 변화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지표의 변화”(출처: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9」,
2019.10.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농업의 환경영향] 농업 및 농업정책은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
- 생태계 유지, 홍수 방지 등 환경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다한 비료 사용, 온실가스
배출 등은 토양·수질·대기 오염을 야기함.
- 농업지원 정책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농업부문의 환경 성과에 영향을
미침.
❍ [농업환경 지표의 변화] OECD 국가의 농업환경 지표는 분야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변화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다양성은 악화되었으나, 양분 수지 및 물 사용
부담은 전반적으로 개선됨.
<1.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농업은 환경에 중요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관유지·서식지 제공·홍수위험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토양·
수질·대기 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함.
- 또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정부 정책이 농업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이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결과를 내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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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원 중 국내외 가격 차이를 유발하거나 제약 조건 없는 투입재 지원 정책이
환경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은 환경 유해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적 제약 조건을 부과한 지원 정책은 일반적으로 환경 성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2. 주요 농업환경 지표의 변화>
❍ [양분(질소, 인) 수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양분 과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1993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평균 질소 수지는 32.4kg/ha → 30kg/ha로, 인 수지는
3.3kg/ha → 2kg/ha로 하락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인 수지는 빠르게 감소했으나
질 수지 감소는 둔화됨.
- 양분 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축산업·작물업의 구성, 농업정책, 관리 방법
등으로 나타남.
◈ 농법 개선에 따른 비료 사용량 감소가 인 수지 감소를 견인
◈ 질소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축분뇨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질소 투입이 다소 감소
하였고, 기름용 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질소 흡수율 증가 등으로 질소 과잉이 줄어 듬.
◈ 생산 및 투입재 사용과 연계된 왜곡적 보조가 양분 과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됨.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배출]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암모니아 배출은 감소함.
- (온실가스 배출) 2003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연 0.2%씩 증가, 합성 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함.
- (암모니아 배출)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감소 속도가
이전보다 낮아짐.
❍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 지표인 농경지 조류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 농경지 축소, 작물 다양성 감소, 농약 사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서유럽
국가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농경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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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 농업지원 정책의 환경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함.
- 농업지원 정책은 농업인의 투입재 사용이나 산출물 선택 등에 영향을 주어 농업
부문의 환경 성과에 영향을 끼치며, 서로 다른 농업지원 정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표 및 각종 데이터의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상이한 여건에서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고,
- 지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함.
❍ 정책적 일관성 제고, 왜곡적 지원 감축, 농업부문의 생산성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일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함.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무부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 미국 Farmdoc daily의 “Weekly Farm Economics: The 2019 Market Facilitation
Program”(2019.7.30.)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MFP)
❍ [시장촉진 프로그램※] 무역마찰로 인한 미국 농식품 생산자의 수익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8월 시행됐으며, 약 120억 달러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음.

※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

❍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변화]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년도(2018년
시장촉진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작물을 포함시켰으며, 면적(acre) 당 지급률은 전체적
으로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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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로 인한 농가 손실에 따라 면적당 1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지급되며, 작물,
우유, 돼지 생산을 모두 포함해서 생산자당 50만 달러 이상 못 받게 제한함.
❙2018년도 대비 2019년 MFP 지급률 변화❙

자료: Farm Service Agency, USDA.
❍ [2019년 농가 수익률 전망]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의 지급률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로 인해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익률은 2018년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함.
- 옥수수 수익은 면적(acre)당 112달러, 콩 수익은 면적당 68달러 정도 손실이 전망
되고, 시장촉진 지급액이 제외된다면 면적당 68달러 정도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국의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배경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가 발표한
“The future farming and environment evidence compendium”(2019.9.)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국의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배경
❍ 직접지불제는 공동농업정책 제1축 예산을 농지면적을 기반으로 지급함. 2017년
영국은 17억 7,500만 파운드의 직불금을 85,000 농가에 지급하였음.

- 26 -

⎗ 아젠다 발굴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직접지불제는 주로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 명목으로
지원됨. 그러나 직불제를 통해 공동농업정책 목표를 달성보다는 아래의 부작용을
야기하였음.
- 1) 농가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약화시킴.
- 2) 농지 수익성(profitability) 개선으로 농지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여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였음.
- 3)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농가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음. 수령인의 상위
10%가 전체 직불금의 50%를 수령하였으며, 5천 파운드 이하로 수령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33%에 달했음.
- 4) 유럽연합감사원의 감사 결과, 직불금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이유로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
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2024년부터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ELMS)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환경적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것임.
- 핵심적인 환경적 성과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 △잘 자라는 야생식물, △자연재해
예방, △맑은 공기, △경관 보존, △기후변화 대응임.
- 다만, 구체적인 계약 방식이나 조건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으며, 농지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들의 효과를 점검한 후 구체화할 예정임.
❍ 한편, 2015-17년 영국에서 음(-)의 농업소득을 기록한 농가들은 평균 100파운드의
비용을 투자할 때 89파운드의 생산액을 기록했음. 따라서 직불금을 폐지하는 경우
이들의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는 비용을 11% 감소시키거나, 그만큼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함.
- 특히 조건불리지역에서 방목하는 축산농가의 50%는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15% 이상의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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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2)
: 경영소득 안정, 농업 생산기반 정비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現行基本計画の検証とこれを踏まえ
た施策の方向(案)(農業の持続的な発展に関する施策)」(2019.10.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2): 경영소득 안정, 농업 생산
기반 정비
❍ 2019년 9월 6일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식량·농업·
농촌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를 시작하였음.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경영소득안정 대책 추진❙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 일본 농업의 구조개선 및 농업 후계자 경영안정을 위해
‘밭작물 직접직불금’ 및 ‘벼·밭작물 수입감소 영향 완화
대책’을 2015년산 농산물부터 인정농업인, 인정 신규취농인,
집락영농을 대상으로 규모 요건 없이 실시
※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후계자: 인정농업인,
인정 신규취농인, 법인화를 지향하는 집락영농, 이하
후계자라 칭함.
• 쌀 직접직불금은 2018년산부터 폐지
<효과분석>

• 직접지불금 대책 및 수입감소 완화 대책 모두 농업종사자
감소에 따라 가입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추이(2019년산 수입감소 완화 대책은 수입
보험 개시의 영향으로 감소)
• 직접지불금 대책은 날씨의 영향 등에 의해 지급금액이 증감
• 수입감소 완화 대책은 최근 쌀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따라
보전 총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후계자의 경영안정에 이바지
하고 있음.
<향후 과제>
• 종이서류를 이용한 비효율적인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를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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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가 각각의 경영형태에 따라 적합한 안전책에
가입하여 경영 안정이 도모
• 가입에 필요한 절차가 온라인화·디지털화되어
농업인의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가입 신청 데이터
연계를 통해 데이터 다목적 이용 등 추진
정책 방향

• 국민·사업자의 편리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개혁을 추진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화 및 행정정보 오픈 데이터화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
- 업무개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해 절차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청 측(농업인)과
심사 측(농정국 등) 쌍방의 편리성을 향상 및
행정 부담 경감
- 종합적인 안전책 창구체제 개선 검토
- 신청 데이터 다목적 이용(데이터 연계) 활성화
-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자 절차 시행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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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제도 검토❙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기존 농업재해 보상의 보상 기준 및 품목에 대한 한계를 해결
하기 위해 농업경영 전체 수입에 주목한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검토 진행(2019년 1월부터 시행)
• 수입보험과 기존 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 방향을 포함
하여 관계 정리
• 수입보험 검토와 아울러 농업재해 보상제도 방향 검토

• 이상기후 및 경영 대규모화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업경영 리스크에 대응한 농업
보험 상품을 내실화하여 농업보험이 경영안정
필수품으로 정착
• 전국에서 농업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업인의
부담 감소
• 자연재해 및 가격변동 등에 의한 수입감소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기술대책, 복합 경영화, 보험이용 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의식을 향상하여 사고율 감소

<효과분석>
• 2019년 수입보험 가입 실적: 2만 3천 경영체(2019.8월 말 기준)
• 농업공제 가입률: 논 92%, 밭 72%, 과수 23%, 젖소 92%,
원예시설 53%(2018년 산)
<향후 과제>
• 수입보험의 보험료 부담, 유사제도에서 수입보험으로 변경에
대한 거부감에 의해 다른 농업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 인식도가 낮아 JA(일본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입 추진 필요
• 농업공제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 하우스 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원예시설공제를 생산지에서 집단
적인 가입 추진 필요

정책 방향

• 업무개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해
절차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청 측(농업인)과 심사 측
(농정국 등) 쌍방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 부담경감
• 농업보험(수입보험·농업공제) 가입 촉진
• 지역 기관 및 타 분야 등과 연계하여 농업보험
이용 및 재해대책 강화
• 손해방지사업(예방)과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고율 감소
- 민간보험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니즈에 맞는 보험
개발
- 각 안전책의 실시 주체(농업공제조합, JA 등) 외
하류 사업자 등이 연계한 추진체제 강화
- 리스크 관리교육 추진
• 수입보험은 시행 4년 후, 수입감소 완화 대책, 채소
가격안정제도, 수확공제 등 수입감소를 보전 기능을
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경영형태별 다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제도 기능을 집약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책 제도’의 방향성 검토

❙농업 생산기반 정비❙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비용 감소를 위해 농지중간관리
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대 구획화, 범용화, 논으로 사용되는
농지 밭으로 활용 추진
• 농지 정비상황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시화하고
관계자 간 정보 공유 활성화
• 물관리 노동력 절감 및 수자원 이용 고도화를 위해 ICT 및

• 기반 정비를 완료한 농지 대부분이 규모화·단지화
되어 있으며 쌀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
• 기반 정비를 완료한 구역은 쌀 중심의 영농체계
에서 고수익 작물로 전환이 정착되고 산지화되어
수익이 큰 폭으로 향상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 기반 정비를 완료한 농지
80% 이상을 후계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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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지하수 수위 제어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 수리(水利) 시스템 구축 추진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에 대비
기반 정비 완료 구역의 농지 단지화율은 목표치의 10%
초과, 경지이용률은 목표치의 90%, 고수익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구역의 비율은 목표치의 90%
<향후 과제>
• 지속적으로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관리
• 농작업 노동력 감소를 위해 스마트 농업 및 네트워크 환경 정비
• 고수익 작물로 전환 추진

• 기반 정비 완료 구역에서는 쌀 생산비용이 9,600엔
/60kg 하회
정책 방향
•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비용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대 구획화, 범용화 등 추진
• 농작업 노동력 감소를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및
ICT 물관리 등 스마트 농업에 대응한 기반 정비
및 정보 네트워크 환경 정비 추진
• 고수익 작물로 전환하기 위해 논 범용화, 논으로
이용 중인 농지 밭으로 이용 및 밭용 농지 관개시설
정비 등을 추진

❙농업 수리시설 관리❙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 수리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설 수명연장과
라이프사이클비용※ 감소를 위해 전략적인 보전관리 추진
※ 차량 및 기계 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책 강화
• 다원적 기능 직불제도 활용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기능진단결과 등을 정보 축적, 가시화, 공유하여
통합된 보전관리체제 구축 추진

• 농업 수리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더라도 농업 수리
시설 수명연장 및 라이프사이클비용 감소를 위한
전략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시설기능이 안정적
으로 발휘
• 모든 중점 농업 수리시설의 기능보전 계획이 있으며
개편이 필요한 수리시설 절반 이상이 대책에 착수 중
• 로봇, AI, GIS 등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수리시설
점검, 기능진단 등 정착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의 목표 대비 중점
농업 수리시설 기능진단 실시율은 70%

• 인구감소로 인해 수리시설 관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기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농업
수리시설 기능진단 등의 노동력 절감, 효율화를 위해
로봇·AI·GIS 등 신기술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 농업 물 이용 적정화를 위해 시설 갱신 시 시설 집약·
재편·폐지에 대해 검토

<향후 과제>
•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수리시설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 효율화를 위한 로봇, AI,
GIS 등 신기술 활용 추진 필요
• 농업 물 이용 적정화를 위해 시설 갱신 시 시설 집약·재편·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정책 방향

❙재해 피해 감소 및 방지❙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국토 강화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농업 수리시설 내진 설계,
홍수피해 방지 대책과 저수지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방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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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남해 협곡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도 농업용 댐 등 중요한
농업 수리시설 기능 유지
• 방재 중점 저수지 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 아젠다 발굴

• 지역 실정 및 리스크 평가에 맞춘 정책 중점화 및 우선순위를
매겨 기존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효율적 대책 추진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에 대비
자연재해 피해 감소사업을 통해 담수 피해 방지가 진행되고
있는 농지면적은 목표치의 약 50%, 국영 조성시설의 내진
조사 실시율은 80%
<향후 과제>
• 갈수록 심각하고 빈번해지는 호우나 지진 등의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 인프라 기능 유지 대책과 함께 농촌 지역
방재·감재 대책 추진 필요

• 농업용 저수지 지정 등 저수지법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저수지 등록 및 특정 농업용 저수지 지정 등을 적절하게 추진
• 방재 중점 저수지 개수·보강, 통폐합 등의 물리적 대책과
재해예측도 작성 등의 시스템적 대책 추진 필요

결괴(댐이 붕괴)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피해
방지
• 내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중요도가 높은
국영조성시설에 내진 설계 책정 완료
• 방재사업에 의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28만ha의 농지 담수 피해 등 방지
• 모든 농업용 저수지의 소유·관리자 및 제원 등
정보가 파악되어 모든 방재 중점 저수지에서 피해에
대한 긴급연락 체제 정비 및 침수 예상 지역도(圖)
작성 등 시스템적 대책 정비
정책 방향
•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농업용 댐 등 중요 인프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등 내진 대책, 내수
대책, 비상용 전원 확보 등 추진
• 갈수록 심각하고 빈번해지는 호우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배수기준에 의한 대책을 추진
하고 기후변화에 입각한 배수 대책 방향 검토
• 농업용 저수지를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 용수
공급 기능을 확보하고 결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등록 및 특정 농업용 저수지의 지정
등 저수지법에 따라 조치 진행

❙토지개량제도 검증·검토❙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농촌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며 토지개량사업 및 토지
개량구※ 현황, 니즈 등에 대해서 파악, 분석하여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검토와 함께 토지개량 제도 방향에
대해 검증, 검토 시행
※ 토지개량법에 근거하여 토지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법인

• 취농인 감소 및 고령화 등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농업용수 확보와
유효 이용을 통해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 실현
• 개정된 토지개량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용지 이용 규모화 및 방재·감재 대책 추진 중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에 대비
자연재해 피해 감소사업을 통해 담수 피해 방지가 진행되고
있는 농지면적은 목표치의 약 50%, 국영 조성시설의 내진
조사 실시율은 80%
• 2018년 토지개량법 개정에서 변경된 토지개량구 기본방향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어 개정사항 정착 단계
<향후 과제>
• 2018년 토지개량법 개정에서 조치한 토지개량구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작성 및 원외 감사 도입 등을 위해 지도·
연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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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 2017~2018년도에 개정된 토지개량법은 2023년도
까지 목표에 따라 검토를 시행하고 농업 취업인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농업·농촌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 추진

⎗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주요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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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농업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마감
시한(2019년 10월 23일)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2019년 10월 22일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관련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였지만 회의 공개와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 표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업계 간 이견으로 결국 무산

※ 미국이 제시한 WTO 개도국 제외 기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한국농수산대학교 정원 확대, ▴미국 ‘푸드 스탬프’처럼 취약계층 위한 농수산물 쿠폰
발행 등을 통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출연

- (정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도하아젠다(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 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농민단체) 정부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간담회라고 주장하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으며,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을 4~5%로 증액해달라는 것을 포함해
6개 요구사항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이후 2019년 10월 24일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관련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다시 가지면서 지난 2019년 10월 22일 농업계가 요구한 6대 사항을 논의
- (정부) 지난 2019년 10월 22일 농업계에서 요구한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 또한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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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주요 일지❙

<농업계>
❍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농민공동행동)※은 2019년
10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공개서한을 전달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0여 농민단체들이 함께 구성

- “대한민국의 국익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현된다”며
“당장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고 하여 통상주권을 포기하면 다가올 여러 국제협상
에서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
❍ 또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19년 10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농업계와 소통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및 쌀 대책 마련을 촉구
❍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를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
- 농축산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의 굴레에서 그나마 보호막이던 개도국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큰 폭의 관세 인하, 민감품목 허용범위 축소, 최소허용보조 지원 감축
등으로 이어져 농업과 농촌, 농민을 벼랑 끝으로 쓸어버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를 한데 묶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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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사수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 논의는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난 후 농업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도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2019년
10월 25일 농민단체(농민공동행동)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
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하며 이는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정부>
❍ 한편, 2019년 10월 18일 국회 상임위원별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WTO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하겠다”고 밝혀
❍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며 2019년 10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
-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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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10.2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면서 WTO 개도국 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
- 정부는 ➀ 국익을 최우선으로 ➁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➂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 하에
2019.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전문가>
❍ 특히 이번 정부의 개도국 지위 논란과 관련해 절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수립하기까지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개도국 지위에 따른 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았고,
새 협상에 따른 농업 기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도 아닌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해당사자들과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리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에 앞서 농업계를 설득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나온 다음에 개도국 지위 졸업 얘기를 하는 게 순서”
라며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민감성을 반영해
관세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축소 문제는 공익형 직불과 같은 허용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
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보조금 총량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농가 지원이
어려우므로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기반 변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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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S&J 보고서에 따르면, WTO 개도국 졸업을 선언해도 농업통상에 미칠 영향은
적으며, WTO 개도국 졸업 대안은 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국내 농업인들의 개방 충격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중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해야 하며,
이를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농업정책 양축으로 할 것을 제안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선진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늘려가되 갑작스러운 충격을 고려해(쌀 등
핵심 농산물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도국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설명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주장 않기로, 2019.10.25.)>
❍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정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 권한은
확인했다고 설명
- 또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가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시간을 갖고 대비하겠다”고 설명
<전망>
❍ 현재 진행되는 WTO 농업협상이나 앞으로 예정된 협상이 없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향후 협상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
- 아울러 향후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결정될 경우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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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무게...농민 달랠 대책 마련 고심”(국민일보,
2019.10.16.),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대통령이 나서라”(한국농어민신문,
2019.10.18.),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포기”(농민신문, 2019.10.21.),
“韓 “관세율·보조금 등 피해 없어야” 내걸어”(서울경제, 2019.10.21.),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시화’…농업계 반발 거세질 듯”(농수축산신문,
2019.10.22.), “‘韓 개도국 지위 포기’ 막판까지 진통”(매일경제, 2019.10.22.),
“’WTO 개도국 지위’ 민관 간담 파행”(서울경제, 2019.10.22.), “WTO 개도국
간담회 파행…농민단체 강력 반발 퇴장”(서울신문, 2019.10.22.),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농업인 간담회 파행”(세계일보, 2019.10.22.),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다”(한겨레, 2019.10.22.), “WTO
개도국 지위 민관합동 간담회 ‘파행’”(한국농어민신문, 2019.10.22.), “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KBS, 2019.10.23.),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이달 결정””(YTN, 2019.10.23.), “유명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이달 결정””(동아일보, 2019.10.23.),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상응조치 감내해야””(연합뉴스, 2019.10.23.), “WTO개도국 졸업
대안은 ‘가격대책’”(내일신문, 2019.10.23.), “WTO 농민 반발…기재차관 “간담회
하고 있으니 그게 진전”(종합)”(news1, 2019.10.24.), “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 중 결정…공익형 직불제 도입””(아시아경제, 2019.10.24.), “임박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계 안팎은 좌불안석”(조선비즈, 2019.10.24.),
“김용범 "WTO 개도국 지위 이달 결정, 농업예산 15조 편성” / “‘개도국 지위’
오늘 포기선언…난리난 농심”(중앙일보, 2019.10.24.),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않겠다…공익형 직불제 추진”(KBS, 2019.10.25.), “WTO 개도국 지위 포기…“더
이상 특혜 주장 안 해””(MBC, 2019.10.25.),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관세
보조금 중단”(YTN, 2019.10.25.), “농민단체 “WTO 개도국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 외교청사 앞 충돌”(동아일보, 2019.10.25.),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농업계 타격 우려..“새 협상까지 특혜 유지””(파이낸셜뉴스, 2019.10.25.),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당장 영향 없어””(한겨레,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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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 변화
자료 : 통계청(2019.10.24.)

개요
❍ [통계청,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 변화 발표, 2019.10.24.] 통계청 kosis에 수록된
자료에서 쌀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쌀 산업의 구조 변화 과정을
분야별로 정리※

※ 일부 내용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

주요 내용
1.

농촌환경 변화

❍ [2018년 농촌인구 고령화율] 44.7%로 1965년 3.2%에 비해 41.5%p 증가
- 2018년 농가인구는 2,315천 명이며,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농가 인구)은 1975년
(5.6%) 이후 1995년 16.2%, 2018년 44.7%로 증가세가 가파름
(단위: 천 명)

구분
농가 인구
65세 이상
농촌인구 고령화율※(%)

1965년
15,812
500
3.2

1975년
13,244
738
5.6

1985년
8,521
453
5.3

1995년
4,851
785
16.2

※ 농촌인구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농가 인구)×100

2005년
3,434
1,000
29.1

2010년
3,063
973
31.8

2015년
2,569
987
38.4

2018년
2,315
1,035
44.7

❍ [영농형태※ ] 논벼 농가 비중이 2018년 37.9%로 1985년 대비 감소(-45.0%p)한 반면,
과수(16.9%), 채소(25.0%) 농가는 크게 증가

※ 농가의 주된 농업 형태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팔았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함.

❍ 논벼 10a당(300평) 노동투입 시간은 농기계 보급률 확대로 (1966년) 135.6 → (2018년)
11.7시간으로 91.4% 감소
- 농기계 보급은 1960년대 경운기를 위주로, 1970년대 트랙터, 1980년대 콤바인으로 확대※

※ 2018년 농가(1,000호당) 보유 대수는 경운기 533.2대, 트랙터 284.3대, 콤바인 7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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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농촌인구 고령화 추이❙

❙연도별 영농형태 농가수 변동 추이❙

2.

쌀 생산구조 변화

❍ [쌀 생산량] 1988년 정점(605만 톤)에 이른 이후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단위당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감소세가 둔화하는 추세
- (재배면적) 1987년 1,262천ha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부터 급감,
2018년 현재 738천ha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감소
- (10a당 생산량)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

※ (1988) 481kg→ (1993) 418 → (1996) 507 → (2010) 483 → (2018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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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시간 투입이 적고, 기계화율(98.4%) 높은 벼 농사를 선호
- 10a당 농업노동투입시간은 벼농사가 고추의 7.5% 정도 수준이며, 그 외 마늘
(9.2%), 양파(11.9%), 콩(62.0%)보다 낮아
❍ 우리나라 쌀 생산량(2017년 기준)은 529만 톤(조곡 기준)으로 세계 쌀 생산량의
0.7%를 차지
- 중국(2억 1,443만 톤)이 세계 전체 쌀 생산량의 27.9%를 차지, 그 다음으로 인도
(16,850만 톤) ＞ 인도네시아(8,138만 톤) ＞ 방글라데시(4,898만 톤) 순
❍ 2000년대까지 쌀은 전 생산액의 35%를 상회하였으나 2018년 16.8%로 감소한 반면,
축산은 1965년 11.4%에서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2018년 39.4%로 크게 신장
❙연도별 생산량과 재배면적 추이❙

3.

쌀 수익성 구조 변화

❍ 2018년 10a당 쌀 생산비는 79만 6,416원으로 최근(2000~2018년) 연평균 2.2% 상승
- 직접생산비※는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인해 위탁비(2018년 16.5%) 비목은 상승한 반면,
농구비, 노동비는 하락

※ 목적하는 작물 생산을 위해 직접 투입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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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생산비※의 최근(2000~2018년) 연평균 증가율(0.1%)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이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 영향에 기인

※ 목적하는 작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토지용역비(지대)와 자본용역비(이자)의 합
❍ 10a당 논벼 순수익은 최근(2000~2018년) 연평균 1.5% 하락
- 최근(2000~2018년) 산지 쌀값 하락으로 평균 10a당 순수익률과 소득률 모두 감소
하여 수익성이 악화하였으나, 2017년 이후 쌀 가격 호조로 상승세
- 지난 30년간(1990~2018년) 논벼 연평균 소득(연평균 1.8% 증가)은 양파(1.7%), 참깨
(1.3%), 보리(0.7%)에 비해 높고, 고추(5.8%), 마늘(2.2%)보다는 낮아
❍ 2015년 기준 논벼 수익성은 주요 농업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5개국을 비교

- 10a당 생산비(692천 원)는 일본 다음으로 높고, 경영비(433천 원)도 일본, 대만
다음으로 높은 데 비해, 총수입은 5개국 중 가장 높아
❙연도별 논벼 수익성 변동 추이❙

4.

쌀 수급구조 변화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지난 30년간(1989~2018년) 연평균 2.3% 정도 감소

- 41 -

⎗ 통계·조사

-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1일당 167.3g)이며, 최고치를 기록한
1970년 136.4㎏(373.7g)에 비해서 75.4㎏ 감소
❍ [곡물자급률] 1970년대까지 평균 70.7%로 높았으나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을 계기로
하락 폭이 지속, 최근 20%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쌀(95.1%)과 서류(95.0%) 이외 곡물은 1960년대 대비 자급률 크게 하락
❍ [쌀 수급현황] 쌀 생산량은 1989년부터 연평균 1.3% 정도 감소하는데 비해 식량
소비량은 1.7% 감소하여 쌀 과잉기조가 지속
❍ [에너지 공급량]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56.0%에서 이후 1995년 35.6%, 2017년 23.1%로 감소
❍ [산지 쌀 가격 동향] 양정개혁 이후 수확기(10~12월) 쌀값이 단경기(7~9월)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계절 진폭※이 7차례 발생, 최근 발생빈도가 잦아

※ 풍작 시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낮아지는 역계절 진폭이 주로 나타났으나, 시장격리
등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산지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계절진폭이 발생하기도 함.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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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 변화”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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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소비 실태와 인식변화
자료 : 농촌진흥청(2019.10.22)

개요
❍ [농촌진흥청, 소고기 소비 실태와 인식변화 조사 발표, 2019.10.22.]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고기에 대한 현 소비실태 및 인식과 과거 대비 변화를 점검해,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미래 축산연구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

※ (조사 대상 및 기간) 전국 거주 만 20～69세 주부 및 1인 가구(가정 내 소비), 전국 거주
만 20～69세 직장인(가정 외 외식) / 2019.5.3.～5.24.

조사 결과
❍ 가정 내 소비※에서 전년 대비 소고기 소비량이 늘어난 경우는 34.8%, 줄어든 경우는 26.8%

※ 가족과의 식사 (가정식 + 외식)

❙전년 대비 ‘가정 내 소비’ 소고기 소비량 변화❙

- 가정 내 소비는 소고기 소비량 변화 이유로 식생활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 외 외식은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아
❙소고기 소비량 증가/감소 이유❙
단위: %
소고기 소비량
변화 이유

식생활 습관 변화
선호 음식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
취식방법의 변화

가정 내 소비
증가 이유
감소 이유
59.2
50.0
37.4
28.4
27.6
47.0
21.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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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외식
증가 이유
감소 이유
38.2
32.8
30.9
23.4
57.3
70.3
18.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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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족상황 변화
구매가격의 변화
구매행태의 변화

가정 내 소비
증가 이유
감소 이유
20.1
19.4
16.1
28.4
14.9
9.7

가정 외 외식
증가 이유
감소 이유
15.5
9.4
19.1
39.1
20.9
12.5

※ [1인 가구 + 가정주부 Base: 500명, 일반 성인 Base 500명, 1+2순위]
※ 가정 내 소비: 전년 대비 소고기 소비량 증가 174명, 감소 134명
가정 외 외식: 전년 대비 소고기 소비량 증가 110명, 감소 128명
※ 직장회식 또는 대인관계 중심에서 가족 또는 개인문화 중심으로 변화 및 외식 메뉴 다양성 등 영향

❍ 가정 외 외식에서 전년 대비 소고기 소비량이 증가한 경우는 22.0%, 감소는 25.6%
❙전년 대비 ‘가정 외 외식’ 소고기 소비량 변화❙

❍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고기 원산지는 국산(59.3%)이 수입(40.7%)보다 높게 나타나
❙국산 대 수입 소고기 소비량❙

※ 2012년 조사에서는 가정 외 외식 소비량이 조사되지 않아 2019년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소비량 비교에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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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가격 인상 시) 구매 행동에서는 ‘수입산 소고기 구입’ 50.0%, ‘비싸도 한우를
구입’ 30.4%, ‘다른 고기류 대체 구입 및 구입을 하지 않음’이 19.6%
❙한우 가격 인상 시 구매 행동❙

※ 가격 민감도, 국내산 충성도, 가족주기 등에 따른 구매 행동
- (희망하는 한우 품질) ‘육질이 연하고 더 부드러운 소고기’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즙이 더 많은 소고기’는 39.4%,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소고기’는 33.1%
❙희망하는 한우 품질❙

※ 소고기 마블링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저지방 부위 숙성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소비자
한우 품질 선택의 다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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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방 부위 숙성육을 구입하고 싶다는 답변은 총 42.9%였으며, 고기를 자주 먹는
소비자일수록 구입 의향이 높아
❙저지방 숙성 소고기 구입 의향❙

- 숙성육에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는 74.8%, 추가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가격은 기존 육류 구입비용의 평균 17.7%라고 응답
❙숙성 소고기 추가 금액 지불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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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