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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본격 착수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2019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미세먼지 저감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현장에서 뽑은 우수 연구개발(R&D) 10건 선정
농촌 유휴시설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2곳 선정
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에너지정책 전담부서 조정
사회적 농업 육성법 공청회 개최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기획] 공익형 직불제 ❙ 언론을 통해 본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농업인 직접지불액 증가 전망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편익과 성공 요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산물 수입(收入)보험 제도
언론 동향 ❙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가을 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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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본격 착수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2019.10.29.)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식품부·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성조사 통과, 2019.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식품부·농촌
진흥청이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

주요 내용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개 부·청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1년부터 7년간 총 3,867억 원(국비
3,333, 민자 534)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
❍ 기존 스마트팜 연구개발(R&D)이 농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1세대 스마트팜 개발에
집중한 것과 달리, 동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을 통해 저투입·
고효율의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을 구현
- 이를 위해 ① 현행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② 자동화된 지능형 농장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등 2개 내역 사업을 구성하여 연구할 계획
❍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부·청 간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
추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겠다는 전략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 설립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 사업단에
범부처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
- 또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저장·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2020년에 조기 구축할 예정

참고 1: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표]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 -

⎗ 정책동향

- 2021~2027년(4+3년)/3,867억 원(국고 3,333억 원, 민자 534억 원)
- (주관)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산 매칭 비율) 농식품부 : 농촌진흥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 4 : 2

❙사업목표 및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2개 내역사업, 10개 전략과제, 35개 추진과제
- 온실·축사 등 ‘스마트팜’으로 한정,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고도화 및
3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 부처(청) 매칭형 단일 사업단 중심, 공동성과·공동책임 원칙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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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및 과제 구성❙
2대 내역사업

분야

10대 전략과제

1. 고생산성 디지털
재배관리 기술개발
Plant
2.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최적화 기술개발
Ⅰ. 스마트팜
실증 및 고도화
연구사업

3. 고생산성
정밀가축관리 기술개발

Animal

4. 스마트축사 지능형
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5. 스마트 축산 K-FARM
표준모델 최적화
기술개발
6. 완전자율형
스마트온실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

35개 추진과제

디지털 재배관리를 위한 생육모델 및 의사결정 SW 개발
작물 생육 및 생체 정보 측정/진단 기술 개발
고생산성 온실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기술 개발
스마트 온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개발
순환식 수경재배 양수분 최적 관리 기술
2세대 스마트온실 모델 품목별 실증 및 최적화
3세대 스마트온실 모델 품목별 국내외 실증 및 K-FARM 최적화
농작업 및 생산이력 관리 기술 개발
가축 개체별 경제형질 정밀 측정 및 관리기술
가축 생체정보 활용 개체별 건강관리 기술
가축 개체별 사양관리 자동화 기술
가축 성장/생산 예측 모델 및 관리 기술
축사 복합환경 멀티 센싱 및 진단 기술
지능형 축사 환경 동적 제어기술
현장 맞춤 지능형 축산 냄새 제어 기술
가축분뇨 공정 자동화 및 처리 기술
스마트축사 표준 플랫폼 기술
2세대 스마트축사 실증 및 최적화
무인 자율형 스마트 축산 K-FARM 실증 및 모델 팜 구축
인공지능기반 스마트온실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네트워크기반 자율형 생산환경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스마트팜 다중센싱봇 개발
7. 로봇기반 무인 자동화 (인공)지능형 농작업 로봇 개발
기술
무인자동화 차세대 생산시스템 개발
Plant
수확-출하 전 과정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재생 기반 다중생산(전력-열-CO2) 기술 개발
Ⅱ.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형 복합 에너지저장 이용 기술 개발
융합·원천기술
8. 신재생 에너지 100%
ZERO 배출 스마트팜 친환경 공조 기술 개발
연구사업
순환 및 이용 기술
스마트온실 에너지-자원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터 개발
고효율 맞춤형 스마트온실 냉난방패키지 개발
9. 무인 자율형 스마트 수의로봇 연계 가축 질병 실시간 예찰 및 원격진단 기술
축산 K-FARM 통합 가축 생애주기 관리 스마트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솔루션 개발
Animal
축산 생력 자동화 로봇 기술
10. 에너지/자원 완전 가축분뇨 및 부산물 활용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순환형 축산 모델 개발 축산 자원 완전 순환형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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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마트팜의 개념 및 세대별 구분
❍ [스마트팜 정의] 본 사업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기술과 로봇
등 과학기술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시설농장을 의미
◈ 스마트팜을 통해 폭우, 폭염 등 환경변화 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첨단농업

❍ 스마트팜의 세대별 정의
- (1세대) 현재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모델로, IT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의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농업인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직접 원격 제어하는 수준의 자동화 시설
- (2세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초보적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모델
- (3세대) 지능정보기술 + 로봇 +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첨단기술 간 융합을 통한
완전 무인·자동화된 모델
❙세대별 스마트팜 구분 및 비교❙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상용화 시기

현재

2030년

2040년

목표효과

편의성 향상
‘좀 더 편하게’

생산성 향상
‘덜 투입, 더 많이’

지속가능성 향상
‘누구나 고생산·고품질’

주요기능

원격 시설제어

정밀 생육관리

전주기 지능·자동관리

핵심정보

환경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생산정보

핵심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통신기술,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의사결정/제어

사람/사람

사람/컴퓨터

컴퓨터/로봇

대표 예시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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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0.30.)

개요
❍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19.10.3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로서 ①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② 노동시장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 ③ 생산물시장 국가경쟁력 평가 및 대응방향 안건에 대해 논의

※
※※

근거: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

･

･
･

･

･

･
･

기획재정부 1차관(의장),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 정부는 WEF의 권고사항※과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구조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 한국은 글로벌 ICT 리더로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나,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 개선 등이 필요

1.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 혁신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혁신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화
-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 중 3대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5G), AI에 1.7조 원, BIG3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3조 원,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4.8만 명) 육성과 벤처·
창업지원에도 6.1조 원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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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분야의 활력제고 방안, 신산업 육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산업경쟁력 제고에 총력
-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9.10.21일
출범한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개방형 혁신플랫폼 조성, R&D 세제지원,
정책펀드 확대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
2.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상대적으로 부진한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노동
시장의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계부처가 협력
- 빠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제도도
적극 강구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하고, 최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도 병행
3.

생산물시장 국가경쟁력 평가 및 대응방향

❍ 독과점 수준과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생산물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
-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의 룰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조치들도 차질없이 병행

-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도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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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목표치(100건) 조기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더욱 확대
※ 2019.10.30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총 141건 창출 ① 산업융합 33건, ② ICT 융합 32건,
③ 금융 53건, ④ 규제자유특구 23건
◈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은 물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로 최근(2019.10.14일) 제기된 각종 법령
개정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
※ 2019.3월 입증책임제 실시 이후 상반기 중 1,017건 규제 개선

-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조속히 신설하여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

※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시행계획 수립 등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자료 : 국회(2019.10.28.)

❍ [국회예산정책처·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2019.10.28.] 2019.10.28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
- (향후 계획)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
<개회사 주요 내용>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토론회를 통해 2020년도 나라살림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 (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
◈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대안이 향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혀
◈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철학으로, 1년간의 나라살림 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 심의의 시작으로 국회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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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요 내용>
◈ (제1주제 발제…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혁신성장 가속화·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확장적 재정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전함을 강조
◈ (제2주제 발제…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높게 편성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투자 및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국가위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고유역할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회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정수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예산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집행부진 예산, 선심성
예산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
◈ (정의당 이정미 위원)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으로,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미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건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소득 양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복지, 일자리, 젊은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적정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 단, 국채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쉬운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경기대학교 김기흥 교수) 예산 심의 시 적정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산업,
에너지, 복지 등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부문에 대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
복지성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019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9.10.28.)

❍ [행정안전부, 2019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2019.10.28.]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 개도국 장·차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생명·평화·
공경”을 주제로 ‘2019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6회)’를 2019.10.25일부터
10.29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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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은 유엔 개발정상회의(UNDP, 2015.9월)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이행을 위한 최적수단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합하고, 전 세계
기아종식과 빈곤퇴치에 직접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
※※※

(2014) 경기 성남, (2015) 대구, (2016) 강원도 평창, (2017) 부산, (2018) 경기 성남
“빈곤종식,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 17개 목표/2016～2030년의 개발협력 지침

- (개최 목적) 생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지구촌공동체 실천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 (주요 내용) 국가 및 마을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종합세미나, SGL※ 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한국, 라오스, 몽골, 우간다
등 총 46개 회원국의 새마을운동 조직

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29.)

❍ [산업통상자원부, 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2019.10.28.] 협상별 진행경과 및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협상 타결 시
업종별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

인도네사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 (정부) 앞으로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여타국과의 협상에 임할 계획
- (주요 내용) 참석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 경제의 현황을 감안 시
신남방 국가들과의 FTA 체결·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RCEP 및 주요국
양자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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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28.)

❍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2019.10.28.]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이 2019.10.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 오늘(2019.10.28.)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되어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

※

(발효 시점) 노딜 브렉시트: 탈퇴 즉시 발효

- (한-영 FTA 의의)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영국 내 브렉
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 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
-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직후인
2019.10.29일부터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

※

지역 설명회 일정(안): (2019.10.29.) 광주, (10.31.) 청주, (11.12.) 대구, (11.14.) 부산

<한-영 FTA 주요 내용>
◈ (주요 원칙)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
◈ (상품 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양국 간 적용,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 (원산지)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 혜택 인정
◈ (지적재산권)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 측 2개 품목, 한국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속 보호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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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미세먼지 저감 위한 농업ㆍ농촌분야 대응 강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농림축산식품부(2019.11.1.)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019.11.1.]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
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업·
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

※

㎍㎥ ㎍㎥
출범 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으로

낮추
※
후
절
집 저감 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
는 5년간의 계획

응 특별 책
였
호 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
기

환경회의는 ‘계

중

대

대

’: 2019.4월에

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하

과 국민건강보

조치를

/

에서 16

한

/

으로

국민기구 국가

으며, 2019.12월부터 2020.3월까지의

고 있음.

주요 내용
❍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

※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가

참

례집

여하여 2차

중 수거(11월～12월, 2월～3월)

- (축산 암모니아 저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하여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

※

출

주말과 일

몰 후 림 변 불 소각 집

전, 일

산

주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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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저감)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 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

※①
축

숙 ･검
템 축
확 ③ 물 축 뇨살
물
램
료 절감 ⑤ 축

농가 퇴비부 도 지도 점 (퇴비 유통시스

산농장 지정

대,

환경보전프로그

미생

제제 가

을 통한 화학비

② 깨끗
축급 ④
축･돈

구 , 퇴비 부속도 관리반 구성),

분

포 및 미생

사용량

,

제제 가

여,

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한

농업
사

현대화

- (홍보 및 교육)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
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

※

함

호책

특별
련
방 크

농식품부는 2019.9월 ‘미세먼지
포

하여 보

대

수립의 근거를 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 층
게 공할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

에 농업인을

한 바 있고, 2019.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지 마스

를 농업인에

제

예정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8.)

개요
❍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2019.10.28.]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 공급 안정화, 김장비용 부담 완화, 김장문화 확산 및 소비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번 책
･소
이

대

생산자

급검

은 수

점

견 렴

급절

회의(2019.10.11., 10.23.)와 수

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

을 수

조

련

쳐

위원회(2019.10.25)를 거

하여 마

수급 전망
❍ [수급전망] 김장채소 품목별 가격 추이 및 김장수요 감소 등 고려 시, 올해 김장
소요비용은 전년 대비 10%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배추·무)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며 김장규모 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 (고추) 생산량은 평년수준, 9월 이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
- (마늘) 생산량 증가로 평년수준 이하에서 가격 안정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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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 대책
❍ [수급안정 대책] 안정적 물량 공급, 소비자 김장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기부 등을 통한 김장 문화 확산 등 추진
❍ 첫째,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 확대 등으로 과도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고
김장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
- (배추) △김장 수요가 적은 2019.11월 상순까지 수매비축 4.5천 톤과 출하조절시설에
2.5천 톤 등 총 7천 톤 수준을 저장하여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 방출, △농협 계약
재배 물량 44천 톤을 활용하여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11월.하~12월.상)에 평년
대비 20%(일 1,400톤 → 1,700)까지 확대 공급
- (무) △김장 집중시기 출하량 부족에 대비하여 2019.11월 상순까지 4천 톤을 수매
비축하여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2019.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약 2천 톤)도 적극 유도할 계획
- (고추, 마늘 등) △평년보다 가격 약세인 양념채소는 특별판매,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김장철 가격안정 및 소비 확대를 지원, △농협 고춧가루(2019.10.17.~11.30.)
및 마늘(2019.11.14.~12.4.) 할인 판매, 도매시장 출하 확대 등으로 공급량 증대
- 특히, 올해는 밭에서 출하되지 않는 배추·무가 최소화되도록 도매시장·산지
유통인과 협력하여 저위상품 선별출하·유통※을 촉진할 계획

※ 외형 손

상 등으로 통상 포전

물

% 외출

량의 10

내

하 포기

❍ 둘째, 할인판매·직거래 등을 확대,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
- △전국 농협 판매장 2,200여 개소(11.14.~12.11.) 및 온라인 쇼핑몰(농협몰,
2019.11.1.~11.30.)을 통해 시중가 보다 20~30%(전년 10~20% 할인) 저렴하게 판매,
△절임배추를 사전 예약※ 하는 경우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요청한
시기에 공급, △상설 직거래 장터, 홈쇼핑 등 직거래를 확대, △주변 할인 판매장
등 유용한 정보를 수시 제공

※

(2018)

만

3.8

k →

개/10 g

2019.11.14.～11.30.)

(2019)

4,

천↑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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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먹기’란 슬로건으로 김장문화 확산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도모
- △김장 담그기 및 김장나눔 캠페인 전개, △농협, 산지유통인, 지자체 등과 함께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1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기부, △TV·일간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김치의 효능 및 김장 담그는 방법, 배추의 우수성 및 조리법
등 홍보도 적극 추진
❍ 넷째,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
- 태풍피해 회복 정도, 이상 저온 및 이른 강설 등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하여
지역별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한층 강화※※

※ 북
료
※※
변
중
종

순∼ 확 료

부(11월.상
시)

수

종

순∼ 확 료

시), 중부(11월.하

K
게 응 편
응 병해충 방

수

주 1회 이상 산지기동반( REI) 가동, 월 1회 이상
화에 신속하

대

가동하여 이상 기상대

하는 한

,

,

종

순∼ 확

시), 남부(12월.중

작황 측
예

협의회 등으로

밀착

수

작황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도농업기술원)을
제, 시비 등 현장기술을

지원

수급상황 및 부정유통 관리
❍ [수급상황·부정유통 관리 등] 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으로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집중 관리
❍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2019.11.1.~12.20.)
- 대책반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한국농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

(KREI) 등이 참여하여 총괄팀, 현장지도팀, 시장대응팀 등의 3개팀을 편성·운영
- 대책기간 동안 품목별 공급상황,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방침
❍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채소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
감시원 3,000명을 동원하여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2019.12월 중순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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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뽑은 우수 연구개발(R&D) 10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30.)

❍ [농식품부, 현장에서 뽑은 우수 연구개발(R&D) 10건 선정※, 2019.10.30.]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공유·확산하고자 지난 2019.8월부터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현장 우수사례 10건을 선정

※

･
공

학술적 기술적
하고

측면 높
의

처

은 평가를 받으며 농업현장에서

유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활

용도가

높

은 기술을 선정

음 실시

- (선정된 10건) ① 돼지 산자수 향상 기술개발, ② 에너지 저감형 온실 난방공조
시스템 개발, ③ 양파 자동 탈피기계 개발, ④ 원예작물 현장 진단용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⑤ 캔탈로프멜론 재배 성공, ⑥ 소과종 수박 품종 개발·수출,
⑦ 에너지 절감 및 단열효과를 이용한 다층패널제품, ⑧ 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술, ⑨ 농업용 냉·온수 통합제어시스템, ⑩ 닭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2019년도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현장 우수사례 10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돼지 산자수 향상 기술개발
(중앙대 방명걸 연구팀)

• 돼지 정자에서 수태 능력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 6종을 발견,
이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결과 1개체 당 연간 2마리의 새끼가 더 생산되는
기술을 개발

② 에너지 저감형 온실
난방공조시스템 개발
((주)씨이에스)

• 탄소섬유를 이용한 에너지저감형 난방공조시스템 개발로 스마트팜 온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

③ 양파 자동 탈피기계 개발
((주)참코청하 정석봉 연구팀)

• 양파의 뿌리와 줄기 절단장치를 내장한 자동 탈피기계 개발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

④ 원예작물 현장 진단용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농촌진흥청 조인숙 연구원)

• 원예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병을 현장에서 2분 이내에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보급하여 수박·오이 등 10품목에
활용 가능

⑤ 캔탈로프멜론 재배 성공
(농업회사법인 (주)장춘종묘
최응규 연구팀)

• 흰가루병 및 바이러스병에 저항성이 있고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캔탈로프
멜론 4품종의 재배에 성공하여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 중으로 기존의
멜론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⑥ 소과종 수박 품종
개발·수출
(농업회사법인 (주)파트너종묘
김용재 연구팀)

• 먹기 편리한 소과종 수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씨가 작고 적은
고품질 소과종 수박을 개발하였고, 스페인에서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 주문을 받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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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⑦ 에너지 절감 및 단열효과를
• 층간의 다층 열압력으로 열전달을 차단시켜 공기층 형성을 다층으로 생성·
이용한 다층패널제품
압착하여 단열시키는 다층 에어판넬 하우스 개발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
((주)그린하이텍의 박현수 연구팀)
⑧ 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술 • 대서마늘 주아 재배 생산성 향상 기술과 통마늘(단구)을 유도하여 씨마늘
생산하는 우량 종구 생산 체계 확립으로 바이러스 감염률 경감 및 수확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증가에 기여
⑨ 농업용 냉·온수
통합제어시스템
((주)위드케이)

• 지하수열을 추출 후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용수를 각각 확보하고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⑩ 닭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국립농업과학원 백이 연구원)

• 15℃ 가량의 냉수를 생산해 음용수 탱크에 저장한 급수 배관과 급수기로
물을 자동 공급하는 닭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개발로 산란율 향상에 기여

농촌 유휴시설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2곳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8)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제2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2개소 선정, 2019.10.28.] 이번 공모전은 농촌의 유휴자원(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
하여 지역 활성화(예산절감·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대상에는 전라북도 정읍의 ‘우리누리문화
생활관’과 우수상에는 강원도 홍천의 ‘물걸리 친환경 농촌체험장’을 선정

※ 집 공
토랑
활
활
빈

을 주민

레스

평생교육

모델링 소득 출 공 활
활 폐
･ 험공

동시설 등으로 리

등으로

용(경제

성화) 등

(

성화),

창

및

동체

교를 문화 체

활

력 제고),

간 등으로

폐

류

창고를 농가

용(주민교

및

- (주요 내용) △우리누리문화생활관…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변기관과 연계한
전통문화 교육장소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율적 유휴
시설 활용 사례, △물걸리 친환경 농촌체험장…마을과 대안학교가 협약을 통해
체류형 농촌 체험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한 주민자율적 유휴시설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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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에너지정책 전담부서 조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30.)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정책팀 전담부서 조정, 2019.10.30.]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019.10.31일
부터 공포·시행
- (주요 내용) △‘동물복지정책팀’(2018.6월 신설)…축산정책국 →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 , △‘농촌재생에너지팀(2019.2월 신설)’…식품산업정책실(농업
생명정책관실) →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
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

※ 려물
반

동

물
존
확
물호
물 형축 활 증
응
책
물 호･
태
급격 게 확 되면
공
루어 록 할

, 농장동

문화 조성, 동

의 생명과 복지를

보

여건 강화, 동

보다 효과적으로 대

※※

타
태

복지

하고자 농업생명정

최근 농촌지역에
나

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산

양광 발전시설이

나, 지자체의

성화 등

관실에서 동
하

려물
책
책 담
훼손 작
별
려
에 따라 반

가하고 있는 정

보

산

됨

산

복지 정

양광 개발이 이

지도

유도

계획

수요에

을 전

서 경관

등 부

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동

용이

여건을 고

한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거래, 인증 등 지원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 2019.11.1.]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2019년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검
※검

황

정기관 지정현

검

소→
→
물 래 활히
킬
입되었
데 불편 래

: (2010) 2개

정기관 지정제도: 농산

등의

정업무를 대행시

비자 등이 이용하는

(2016) 6

등의 거

(2018) 3

등을 원

목적으로 도

→
약
검

(2019) 24

하기 위하여 농

으나, 지정된

초

해물질
어
소

, 중금속 등 유

정기관이 적

생산자,

- (주요 개선) △검정기관 지정 확대로 생산자 등 수요자 편의성 증가※, △검정대상
및 항목을 대폭 확대※※,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검정수수료 절감

※
항 잔류 약
검항별
※※
물 잔류 약
축 깔짚
약
(개정 전) 전
정

목

목(

(개정 전) 농산
분,

농

위주

→ 후 잔류 약
검 → 후
항 물질 검 범 확

, 중금속 등) 일괄 신청

로 신청 가능

농

등) 등에 대한 농

, 중금속 등

,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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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개정

정

등

)

(개정
정

위

농

별
료

, 중금속 등 개

) 농지, 용수, 자재(비
대

,

⎗ 정책동향

사회적 농업 육성법 공청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8.)

❍ [「사회적 농업 육성법」 공청회 개최, 2019.10.28.]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법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삼석 의원실 주최로 개최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참석) 축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9.10.29.)

❍ [농촌진흥청-아시아·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 공동,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9.10.29.] 농업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과 정부 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자 2019.10.29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개최 목적) △‘데이터주도농업’시대의 혁신 전략 및 정보 공유, △스마트농업 연구에
대한 아태지역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주요 내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싱 기술 동향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농업에 맞는 정책을 제안, △심포지엄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협력방안 및 미래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31.)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2019.10.30.] 국내외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와 적응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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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농식품부…최근 확정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농업 분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 △환경부, 한국농어촌
공사, (재)기후변화센터 등…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
- (향후 계획)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농촌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영향평가 제도화 등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대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31.)

❍ [농식품부,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10.31.~11.11.] 농업·농촌분야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10.31일부터 11.1일까지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

드테 블
례
드테 블

제1회 라운
및 사

이

, 한국의 중점협력

제2회 라운

이

야 별 략
추 야 공
방 모색
별
추 야
후 추 방 모색

(2017년): 대상국의 농업분
진 분

에 대한

국가

진

략

, 국제기구의 협력전

유를 통한 협력

(2018년): 2017년도에 선정된 국가

대상국의 구체적인 사업 제안 및 향

전

안

중점협력

진 분

에 기반한

안

- (개최 배경) △국제사회 농업·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 농업 ODA의 역할 제고
및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과의 협력사업 성과 공유 및 신규사업 발굴, △국제농업
개발협력 분야 지원사례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방안 모색

※베

트남, 라오스,

캄디
보

얀

아, 미

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 (주요 내용) △농업 ODA 주요 대상국별로 중장기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별 ODA 사업성과를 점검,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공동으로 추진하는 「식량안보포럼」도
함께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 논의
- (향후 계획) △‘농업 ODA 개선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농업 ODA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국제개발원조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
- (기대 효과) 국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방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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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ODA 사업 현황>
◈ 2019년 현재 12개국과 4개 국제기구(FAO, IFAD 등)지원, 총 31개 사업
※ 아시아 7, 아프리카 3, CIS 및 중남미 2
◈ 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다자성양자사업으로 구분
- 기획협력사업: 인프라시설 및 인적 역량강화 지원(3~5년간, 30~50억 원)
- 컨설팅: 매년 3개국 농정 컨설팅
- 다자성양자: 국제기구를 통해 농업 기술 지도 등 사업 추진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31.)

❍ [농식품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품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
총회 참석, 2019.10.31.] 오는 2019.11.11~16일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 총회
(이하 총회)에 참석

※

입

2004년 발효, 현재 146개국 가

입

, 우리나라는 2009년 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및 총회 개요>
◈ (개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체계,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
- 이익공유: FAO 및 회원국의 공공 작물유전자원※을 이용해 품종개발 등을 할 경우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국제기금에 납부
※ 146개 회원국의 공공기관 및 FAO 산하 연구기관 보유 자원 300만 점 이상 포함
- 기금활용※: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인력·기술개발 농촌공동체 지원 등
※ 2019까지 26개국에 총 80개 과제, 26백만 달러 지원(대부분 기부금, 이익공유는 16만 달러에 불과)
◈ (현황) 2004.6 발효 이후 146개국 가입(아시아 18개국, 우리나라 가입: 2009.4)
구분
식량
작물
원예
작물
특용
작물
사료
작물

❙조약에 따라 현재 이용 가능한 64종류 작물❙
종류
작물(사료 작물은 속명)
곡류(10) 벼, 보리, 밀, 호밀, 트리티케일, 귀리, 옥수수, 손가락조, 진주조, 수수
두류(8)
강낭콩, 완두, 잠두, 동부, 비둘기콩, 병아리콩, 그래스피, 렌스콩
근경류(4) 고구마, 감자, 얌, 카사바
과수(5)
귤, 코코넛, 사과, 바나나, 빵나무
채소(6)
딸기, 가지, 배추, 아스파라거스, 당근, 토란
당료(1)
사탕무
유료(1)
해바라기
Andropogon, Agropyron, Agrostis, Alopecurus, Arrhenatherum, Dactylis,
화본과(12)
Festuca, Lolium, Phalaris, Phleum, Poa, Tripsacum
Astragalus, Canavalia, Coronilla, Hedysarum, Lathyrus, Lespedeza, Lotus, Lupinus,
두과(15)
Medicago, Melilotus, Onobrychis, Ornithopus, Prosopis, Pueraria, Trifolium
기타(2)
Atriplex, Sal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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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현 조약…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에 납부(유전자원 보전활동 지원에 활용), △개정 동향…
① 대상 작물을 현행 64종에서 전체 작물로 확대, ② 유전자원 이용 시 기금 납부
의무화(현재는 자발적 납부)

◈ 축산 동향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9.)·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0.28./10.29./10.3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1.1.]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0.30일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2건이 추가 발생※

※ 돼
황 파
※ 야 멧돼 검출 황 파
사육

생

지 발생현
지

(14건):

현

(18건):

천 김
천 철

주 5건, 연

주 5건, 연

2건,

7건,

포 2건, 강화 5건
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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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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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0.3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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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2019.10.27.
2019.10.29.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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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2019.10.28.
2019.10.30.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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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연천
연천
철원
철원
철원
연천
철원
연천
파주
연천
연천
철원
파주
파주
철원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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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남면 죽대리 167
연천읍 와초리 361
군내면 백연리 398
군내면 정자리 46

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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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5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 2019.10.28.]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하여 발생
함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9.10.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
- (추진 목적)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양돈농가는 2019.10.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 (주요 내용)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하기 위해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 광역
울타리 설치 추진, △2019.10.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군(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2019.11.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

※

(발생지역) 강화,

김 파
포,

천철

주, 연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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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8./10.29./10.31.)

❍ [농식품부, 경기 안성시(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0.28.] 경기 안성시(청미천)에서 2019.10.2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8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경북 김천시(감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0.29.] 경북 김천시(감천)에서 2019.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
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9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2019.10.29.]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된 2019.10.1일 이후,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

※ 류 플루 항 H 형 검출
검
김천
조

인

엔자

2건), 2건은

원( 5

) 6건

사 중(안성 1,

: 4건은

저병

원성으로

확 천
인(

안 1건, 아산 1건, 청주

1)

- (주요 내용) 전국 철새도래지별(96개소) 위험도를 분석하여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구분, 고위험 철새도래지는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 배치하여
매일 소독, 가금농가 생석회 도포, 지붕 소독 등 집중 소독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96개소)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분류 현황❙
위험도

고위험
(20개소)

중위험
(59개소)

저위험
(17개소)

도래지 현황
(경기) 안성천, 청미천, 시화호, 한강하구, 공릉천, (강원) 섬강, (충북) 미호천, (충남) 봉강천,
풍세천, 곡교천, 천수만, (전북) 동림저수지, 동진강, 만경강, 금강하구둑, (전남) 순천만, 금호호,
영암호, (경북) 금호강, 형산강
(서울) 탄천, 중랑천, (경기) 남한강, 팔당호, 경안천, 진위천, 남양호, 황구지천, 화성호, 상패천,
문산천, 임진강, 포천천, (강원) 토교저수지, 한탄강, 철원평야, 소양강, 원주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 (충남) 병천천, 아산호, 봉선저수지, 금강호, 논산천, 송정저수지, 삽교호, 도당천,
해미천, 간월호, 부남호, 잠홍저수지, 석문간척지, 대호, 무한천, (전북) 조류지, 전주천, (전남)
주암댐, 산수저수지, 영산강, 고막원천, 대동저수지, 고천암,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강진만,
우습제, 지석천, 황룡강, (경북) 낙동강, 감천, (경남)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태화강, 양산천,
낙동강, (제주) 하도리, 용수저수지
(서울) 안양천, 강서 생태공원, (경기) 신대저수지, 서호, 왕송호수, (강원) 남대천, 남대천(청초호),
(경북) 해평, (경남) 우포늪, 장척저수지, 목포늪, 사지포,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지, 화포천, 사천만,
(제주) 오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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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2019.10.31.] AI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2019.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

※

호 축 ･ 료공

가금농가 5,479

와 도

장 사

장 등

축

소

산시설 1,312개

- (법령 위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위반사례 총 21건

※

소독 록 작

착
만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
및

기

미

성은 300

징 또 천만
태료

은 1년 이하

역

는 1

원 이하 벌금,

소독

미실시

원 이하 과

-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
- (사례별) 소독 미흡이 가장 많았고(230건, 35%),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 29%),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187건, 29%)이 주요 사례로 확인
- (업종별)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아
❙2019년 2~3분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점검결과 분석❙

<위반사례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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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언론을 통해 본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등
[기획] 공익형 직불제 언론을 통해 본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농업·농촌·식품 동향 자료 중 2019년
언론 동향에서 다룬 “공익형 직불제 주요 동향”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간의 흐름과 시사점
◈ 올해(2019년) 들어 쌀에 편중된 현행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익형 직불제가 활발히 논의됨.
◈ 또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2019.10.25.)한 가운데 지위를 잃으면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대안으로 부상함.
◈ 향후 농업보조금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보조정책을 위한 국내
농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10_2019.3.11.>
❍ 쌀 재배와 대농에게 유리한 현행 직불제를 대신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예산
총액 규모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난항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무산될 수 있어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
❍ 청와대는 지난 2019.2.25일 농식품부(2조 4,000억 원)·기획재정부(1조 8,000억 원)·
국회(2조 4,000억 원~3억 원)의 세 가지 직불제 총액 안을 보고받은 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수차례 열었으며, 2019.3.3일 열린 회의에서도 직불제 재정규모를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을 못한 상황
- (기획재정부…축소예산편성) 1조 8,000억 원 규모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 초안을
내놓고 제도 설계만 잘해도 충분한 규모라며 예산을 최소화한 반면,
- (농식품부…예산 부족) 2조 4,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직불제를
바꾸지 않으면 쌀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재고 처리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고,
- (농민단체…예산확대 없는 제도개편 반대)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며 대치, 최소 3조~3조 2,000억 원 이상은 돼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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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2019.3월 말
확정해 예산안 편성에 들어가는데 부처 간 입장 차가 큰 지금 2020년 예산에
직불제 개편안을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두
❍ 한편, 김현권 의원은 “최소한 월 10만 원씩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해 다수의 소농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본격적인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농업이나 경관·생태·동물
복지 등 공익을 위한 부가형 직불제 예산 마련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재정규모 등 정해진 바 없어
- 세계일보(2019.3.6.), 국민일보(2019.3.6.) 보도 관련 설명 ->
◈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방향 및 재정규모는 정부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3월 6일자 세계일보<총액 ‘1.8조~3조’ 놓고 정부 갈팡질팡, ‘공익형 직불제’ 좌초위기>※ 및 국민
일보<기획재정부·농식품부·농민단체 ‘예산3몽’, 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 (세계일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예산 총액 규모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
※※ (국민일보) 쌀·밭 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개편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산 규모에 대해 기재부,
농식품부, 농민단체 간 이견
◈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향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정부 내 협의를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정부는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개편 방향은 ①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②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③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
◈ 이를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금이 타작물로 확대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여 직불금의 분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35_2019.9.2.>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개도국 제외 지시’로
관심이 쏠리는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공 형 불 소 모
모 작 록 많
익

규

가

직

제:

을수

규

더

책

모 불
책

농가에는 일정 규

은 단가를

의 직

정하는 제도로서 농가 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

외

소득 배

금을 주고, 그

영
쳐

농가에는 경

재분

, 현재 농식품부는 국회

논

기능을 강조
의를 거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등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도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줄곧 누리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 등 특혜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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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8월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업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언급
- 이어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익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첫째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둘째는 농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직불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농정·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
❍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제시
- “앞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농업인이
역할과 책무를 다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먼저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 ‘한국 개도국 제외 지시’에 대해서는 “(WTO) 차기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개편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지난 2019년 8월 11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로 청·정·당협의회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논의
- 이날 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 1,000억~2조 2,000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9년 8월 26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2020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 2,000
억 원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밝혀
-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조 8,000억 원보다 3,000~4,000억 원 늘어난 수준

※※

심

불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직
“국민중

편추

제 개

영

진으로 2.2조 원 반

료

(보도자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2019.8.29.)

- 이와 함께, 관련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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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다음 달(2019.9월)에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2019년 10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천안을) 주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2019년 9월 대표발의할 계획
❍ 한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농민들이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금 비대위’)’를
출범하고 조속한 통과(2019.9월 정기국회)를 요구
- 25개 농업인단체는 2019년 8월 26일 ‘직불금 비대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
- 이날 직불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직불제 비대위를 결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2019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편이 무산될지 몰라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밝혀
- 직불금 비대위는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은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는 효과가 미흡했다”,
“쌀 직불금을 (WTO 체제에서) 허용 대상 보조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에서 보조금 축소라는 큰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농민이 원하는 합당한 재정 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농업계의 요구에 답하고 정기국회에서 직불금 개편이 담긴
농업소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37_2019.9.16.>
❍ 2019 국정감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1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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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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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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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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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38_2019.9.23.>
❍ 농식품부는 2020년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현행 직불제 개편을 위해 2조
2,000억 원을 포함했으며,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2019.9.9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최근 5년간 쌀 직불금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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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품종은 물론 시세와 연동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농가의 쌀
쏠림 현상을 막고 다른 작물 재배 농가와의 소득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 현재 6개로 나눈 쌀 고정, 쌀 변동, 밭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 내용
❍ 또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2019.9.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2019.9.16일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공청회)’를 개최
- (전문가) 2020년도 예산 편성으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 가격 안정화, 직불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농민단체) 이 같은 개편이 쌀 농가의 소득 감소로 직결
된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 조치에 대한 투자 등 직불금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고, 단순
소득보전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편했다”며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농업 자원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직불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 박완주 국회의원은 “현행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후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직불금의 약 80%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환경·생태
보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입(收入)감소영향완화 직불제’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

※ ･
특
격
래 떨어 면 감소
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아

로

지

정 품목의 가

분을 보전

불 니 입
소득 책

을 보조하는 직

주는 농가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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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 소득안정과 쌀생산 농업인의 혜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 예산 2조 200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
추가확보와 함께 목표가격제 폐지에 따른 쌀 생산 농업인들의 시장가격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 농업인 기준 재정립, 직불금
불법수령 근절대책 마련, 5년 주기 직불금 재산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체 농가 중 임차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농지
취득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지급대상, 지급단가,
준수의무 등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
하다”며 “2019.9월 말부터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안전장치
마련, 부정수급 방지 등 세부내용과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
이라고 설명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토론회’에 참석해 “2020년에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과 2020년도 예산확보,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가 경영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쌀·밭작물 간 형평성 제고’라는 농정개혁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 지역의 과소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
- 이어 “지금의 농업 직불제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돼 쌀의 공급과잉 및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면적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수단인 직불금이 소농의 소득 안정망으로써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
- “이러한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편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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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근 국가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수입쌀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 밥 쌀용으로 확대 도입이 불가할 전망
이며, 다만 정부는 밥쌀 수입이 확대되더라도 방출 시기, 물량 조절 등을 통해 우리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
❍ 한편, 쌀에 편중된 국내 농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
3월을 목표로 도입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이
커지는 있는 가운데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이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고조

※

데 래

WO
특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
가운

미

협상 시 개도국

T

논 련 입
않

개도국
주장

의 관

정부

응방

장 및 대

향”을 발표한

기로

-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
하는 가운데 향후 농업 협상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
- 개도국 지위로 인해 농산물 변동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위를 잃으면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대안으로 부상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익형
직불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언급
- 아직까지 올해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직불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농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다만,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과세율 하락과 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자료: “기재부·농식품부·농민단체 ‘예산 3몽’… 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국민일보,
2019.3.6.), “‘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연에 뿔난 農心…비상대책위 출범”(KBS,
2019.8.26.), “올 국감장 ‘공익형 직불제’ 놓고 난상토론 예고”(농민신문, 2019.9.6.),
“국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 시동”(한국농어민신문, 2019.9.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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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농업인 직접지불액 증가 전망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2019 Farm Sector Income
Forecast(2019.8.)”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2019년 농업인 직접지불액(Direct Government Farm Payments) 증가 전망
❍ 직접지불액※은 연방곡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지급하는 손실보장액(Insurance indemnity payment)과 미국농무부 융자상환액을
포함하지 않음.

※

불
공 소득

농업인 직접지
제

하는

램
램임

제 프로그

보조 프로그

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 방
고 연

축

정부가 농

게

산업자에

.

❍ 2018년 대비 2019년 직불액 총액은 42.5%(58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인상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곡물, 쌀, 목화에 대한 가격손실보장액(Price Loss Coverage: PLC)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위험보상액(Payments for agricultural risk coverage)은 감소하고,
융자부족 보상프로그램(Loan deficiency program)과 융자율 보전프로그램(Marketing
loan gains)의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보전액(Conservation Payments)은 2018년 대비 8.4% 감소한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낙농수익 보장프로그램(The Dairy Margin Coverage Program: DMC)으로 낙농업자
에게 6억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보충보상 재해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and ad hoc disaster assistance program)
지불액은 2018년 대비 2019년 8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지불액이 2019년 첫 지급분
으로 7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액은
기타 지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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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년 미국연방정부 농업인 직접지불액 구성 추이❙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편익과 성공 요인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Study on the best ways
for producer organizations to be formed, carry out their activities and be
supported”(2019.10.23.)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편익과 성공 요인
❍ 유럽연합은 생산자단체(Production Organization, PO)와 생산자조직협회(Associations
of Producer Organizations, APO)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공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분석은 대부분 생산자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음.
❍ 유럽연합 내 생산자조직※은 42,000개 이상임. 한편, 유럽연합은 생산자조직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생산자조직을 공인해주고 있음. 2017년 공인된 생산자
조직의 수는 3,505개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y

형

생산자단체를 ‘농업인이 설립한 법인(legal entit )’으로 정의하며, 생산자조직의 유
중에서는 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비중이 가장

높

타났

은 것으로 나

음.

- 공인된 생산자조직이 가장 많은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며, 세 국가가
유럽연합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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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생산자조직의 50% 이상이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생산자조직이며, 다음
으로는 낙농, 올리브 오일, 와인 생산자조직 순이었음.
❍ 생산자조직의 주요 기능은 생산 계획, 수요 대응, 제품 배치이며,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은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편익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적) 수월한 시장진입과 교섭력 강화가 가능하고, 지불 보장과 공동투자를
통해 경제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킴.
- (기술적) 생산·가공·보관 인프라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사회적) 신규 회원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구성원들
간 신뢰감을 형성·유지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생산자조직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정체성 상실 우려와
경영상 자유 확보에 있었으며, 생산자조직에 가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자조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내부적 요인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예:
네덜란드 생산자조직의 수출 지향성·전문화·국제화), 운영방식의 일관성, 의사
결정 능력, 연령·품목의 동질성, 규모가 있었음. 외부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시장
에서의 경쟁력, 유통과정 상 다른 주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산물 수입(収入)보험 제도
※ 일본 농림수산성 「収入保険制度の導入及び農業共済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검색일:
2019.10.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입(收入)보험 제도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1월부터 농업수입 감소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공제사업※에 추가적으로 농업경영수입보험을 도입하였음.

※

물

해피해

주요 농산 의 자연재

확 감소

로 인한 수 량

에 따른

손

실분 보상 제도

- 2014년부터 5,000개(개인 4,000, 법인 1,000) 농업경영체의 과거 7년간 수입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00개 경영체(개인 750, 법인 250)의 2015년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업화 조사를 시행, 2017년 6월 기존의 ‘농업피해보상법’을
‘농업보험법’으로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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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농업피해보상제도는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장가격하락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경영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 [보험 가입 대상] 소득세 신고 시 청색신고※를 하고 있으며 경영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농업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함. 청색신고로 확인된 5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청색신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최소 1년) 신고 기간에
따라 보상비율을 달리하여 가입 가능함.

※

일본에서는

소득
방
작
출 뢰 높
세를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등의 장부를 제

색 백색
손
해 백색

법으로 청

신고와

성하여 분개장, 총계정원장,

하여 신

도가

음. 이에 비

색

신고가 있으며 청

신고의

함

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고정리표
신고는 단식부기로 비교적 간단

.

- 농업공제, 채소가격안정제도 등 타 경영안정 제도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함.
❍ [보험 대상 수입]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정미, 쌀, 우유 등 간단한 가공품
포함)에 관한 농업수입금을 대상으로 함. 보상 품목 기준이 없으므로 모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보상내용] 보험기간 중 수입이 기준수입의(5년간 평균 수입) 90% 이하일 때, 감소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고(보험료 50%, 적립금 75%, 사무비 50%는 국가에서
보조), 보험률(과금)은 1.08%로 보험금 수취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보험료율이
변동(21단계)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닌 가격 하락, 재고 농산물 손상, 농업인 부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여 새로운 작물 재배, 판로
확대 등 농업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함.
- 경영면적을 확대하거나 과거 5년간의 수입이 상승 경향을 보이거나, 경영면적 감소,
단가가 낮은 작물로 전환할 경우 기준수입을 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부정수급 방지] 보상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피해 시 사고 발생
농업일지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함. 부정수급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경우 다음 해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감소율에 따른 3가지 유형을
신설하였음. 총 4가지 유형으로 기존의 기본형(수입이 기준 대비 90%) 외에도 수입
대비 수입 감소율이 30%, 40%, 50%의 유형이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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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유형에 따른 보상❙

언론 동향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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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이후 주요 동향
<정부>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농민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검토하는 것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라고 부연 설명
- “농업에 생길 피해, 농민 걱정을 감안해 앞으로 민관협의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 우리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차제에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될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동이 없다”며 “농민, 농업인 관련 협의를 통해 추가적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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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10월 29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혀

※

외
논 였 WO
않 결 만①쌀
②
할
정부는 제208차 대
의하

기로

으며,

T

정, 다

유연성을 협상

WO
련 입 래
감 야
·
했

경제장관회의 개최(2019.10.25.)하여

개도국 지위 유지 관

정부

등 우리 농업의 민

권리를 보유 행사하기로

T

장은 미
분

개도국

특혜 련
특혜
호할
록
관

협상 시 개도국

는 최대한 보

안건을
주장

수 있도

다고 발표

-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
<농업계>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10월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인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농가소득,
영세 고령화된 농업현실 무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 부재,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
❍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2019년 10월 29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
- 전달된 건의문 내용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 등

- 39 -

⎗ 아젠다 발굴

❍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019년 10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
-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및 농정대개혁 청사진 제시, △농업
예산 대폭 확대 및 통상·식량 주권 실현 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는 △도지사가
농업을 직접 챙기는 소통구조 공식화 및 농업예산 비중 확대, △‘경기도농민기본
소득제’의 조속한 도입 등 모두 4개항을 요구
❍ 강원도 내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2019.10.28.)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 포기”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농민단체들과 대화하고 우리 농업·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농업·농촌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한편,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상생기금 출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개도국 지위와 무관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을 엮어서 내놓았다고 평가하기도
<대응 방안>
❍ 향후 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농업계 피해보전대책 마련, 쌀
등 민감품목은 추가적인 예외를 확보해야 하며, 부분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가격급락에 대응한 가격대응 직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 또한, 농업생산 및 농산물 가격에 연계된 농업보조금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보조정책으로의 국내 농정 일대 개혁과 함께 향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번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
❍ 중장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은 허용
보조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 농산물의 경우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와 함께
소비자 요구를 생산에 연결시켜 소비자 주도형 맞춤형 농업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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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낙연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대책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KBS, 2019.10.28.),
“이낙연 “개도국 특혜 포기 대책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검토””(SBS, 2019.10.29.),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농수축산신문, 2019.10.29.), “이낙연,
개도국 특혜 포기 “국제적 위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세계일보,
2019.10.29.), “WTO 개도국 포기로 농업 불안감 커졌다”(파이낸셜뉴스, 2019.10.29.),
““정부 약속 제대로 지켜진 게 뭐냐?” 농업계 반발” / “전국 농민단체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 철회하라” 강력 촉구”(농민신문, 2019.10.30.), “농협, WTO
개도국 지위 포기대책 촉구”(농축유통신문, 2019.10.30.),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닌 특혜주장 중단 결정인 이유”(정책브리핑,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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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가을 배추ㆍ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9.10.28.)

개요
❍ [통계청, 2019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19.10.28.]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

면

(조사대상 및 기간) 농업

적조사 표본조사구

약만천 소
2

2

개

현지조사 / 2019.9.15.～10.4.

조사 결과
❍ [2019년 가을배추 재배면적] 10,968ha, 전년 대비 17.6%↓※

※

(2015) 12,724ha

→

(2016) 11,429

→

(2017) 13,674

→

(2018) 13,313

→

(2019) 10,968

- (감소 원인) 정식기(9월) 태풍, 잦은 강우와 전년 수확기 이후 가격 약세※

※ 배추 격
가

→

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

(2016) 841원

(2017) 805원

→

k

당

사, 도매, 상품, 1 g, 전년 11월～
(2018) 720원

년 6월 평균):

(2019) 491원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시도별) 전남(2,666ha) ＞ 경북(1,660ha) ＞ 충북(1,394ha) ＞ 경기(1,215ha) ＞ 강원
(1,189ha)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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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 [2019년 가을무 재배면적] 5,344ha, 전년 대비 12.3%↓※

※

(2015) 5,769ha

→

→

(2016) 5,414

(2017) 6,003

→

(2018) 6,095

→

(2019) 5,344

∙ 가을일반무: (2016) 4,769ha → (2017) 5,210 → (2018) 5,045 → (2019) 4,462
∙ 가을총각무: (2016) 645ha → (2017) 792 → (2018) 1,050 → (2019) 881

- (감소 원인) 전년 수확기 이후 가격 약세※

※

격
→

무 가
662원

→

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
(2017) 901원

→

k

당

사, 도매, 상품, 1 g, 전년 11월～

(2018) 746원

년 6월 평균): (2016)

(2019) 420원

❙연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시도별) 경기(1,224ha) ＞ 전북(1,006ha) ＞ 충남(806ha) ＞ 전남(796ha) ＞ 강원
(463ha)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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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연도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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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