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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년 10월 1일 한-중미 FTA 발효 등
◈ 총괄정책 동향

2019년 10월 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미 FTA※ 2019년 10월 1일부터 발효, 2019.10.1.]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
무역협정(“한-중미 FTA”)」이 2019.10.1일(화)부로 발효

※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
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 (주요 내용) 금번 발효일(2019.10.1.)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되고, 코스타
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한국(2019.8.6.), 니카라과(2019.8.6.), 온두라스(2019.8.20.)
- (기대 효과)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 간 교역 확대가 기대

한-중미 FTA 주요 내용
❍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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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한국 측

품목 수
수입액

95.5%~95.9%
98.7%~100%

코스타리카
95.2%
98.0%

엘살바도르
95.1%
98.1%

중미 측
온두라스
95.6%
93.2%

니카라과
95.9%
99.1%

파나마
95.3%
99.3%

-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다수 개방
- 또한,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양허제외 또는 장기적 관세

철폐로 양허하여 우리 측 민감품목 보호
❍ [서비스·투자]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통신, 유통, 건설 등 우리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

※ 중미 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 또한,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도입, 투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상(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 국가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
❍ [기타규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합의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강화
- 높은 수준의 기술장벽(TBT) 규정 합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원산지·통관
기준 간소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등
❍ [협력]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 협력,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여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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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0.1.)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2019.10.1.~4, 부산]
우리나라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이 2019.10.1일(월)부터 10.4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

※ (한국 측)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
(메르코수르 측)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브라질 등 4개국 관계부처 협상담당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
※※ 2018.5.25일 서울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9년 7월까지 3차례 공식 협상
(1차: 2018.9월, 2차: 2019.4월, 3차: 2019.7월)을 개최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인구 2.9억 명, GDP 2.7조 달러)으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 진행

- (주요 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정부조달 등
주요 분야별 협상이 진행
- (기대 효과) 상호보완적인 양측의 교역 구조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유망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한-MERCOSUR 교역(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무역수지

2010
8,952
(51.1)
5,543
(24.1)
3,409

2011
2012
13,319 11,603
(48.8) (△12.9)
7,518
7,717
(35.6)
(2.6)
5,801
3,886

2013
2014
2015
2016
11,352 10,155
6,960
5,477
(△2.2) (△10.5) (△31.5) (△21.3)
6,964
5,554
4,861
4,462
(△9.8) (△20.2) (△12.5) (△8.2)
4,388
4,601
2,099
1,015

2017
2018
6,603
5,693
(20.6) (△13.7)
4,522
4,492
(1.3) (△0.6)
2,081
1,201

총교역액

14,495

20,837

18,316

11,125

수출
수입

19,320

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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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MERCOSUR 5대 교역품목 현황(2018년 기준 /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 달러)
반도체
1,146
자동차부품
730
무선통신기기
352
자동차
3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80
5대품목 합
2,811
전체
5,693

비중
20.1%
12.8%
6.1%
5.3%
4.9%
49.2%
100.0%

수입품목
식물성물질
철광
곡실류
제지원료
기호식품
5대품목 합
전체

금액(백만 달러)
1,080
952
424
258
215
2,929
4,492

비중
24%
21.1%
9.4%
5.7%
4.7%
64.9%
100.0%

제2기 혁신성장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9.30.)

❍ [기획재정부, 제2기 혁신성장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019.9.2.] 제2기 혁신
성장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추진전략 보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혁신성장 자문위원은 규제혁신, 플랫폼※※, 선도사업※※※, 창업･벤처, 기업투자, 혁신
인재 분야 등의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식에는 10명의 자문위원이 참석
※ (1기 자문단) 188명 → (2기 자문단) 107명(재위촉 56명, 신규위촉 51명)
※※ (플랫폼) 데이터･AI, 5G + 수소경제
※※※ (선도사업)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 (주요 내용)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통한 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혁신성장 전략의 지속적인 업그레
이드를 통해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확산, 국가시스템 개혁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 혁신성장은 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 중심의 성장
모델로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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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확정ㆍ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2019.9.30.)

❍ [행정안전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2019.9.30.] 지난
2019.9.6일부터 9.8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피해 입힌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2019.9.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
- (주요 내용) 확정된 복구비 총 1,590억 원은 주택·농업시설물·수산 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되고,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안)>
◈ (피해 현황※) 334억 원(15개 시·도, 125개 시·군·구)
※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되었으며,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
- (사유시설※) 257억 원(인천 79, 전남 52, 충남 52, 경기 42, 전북 등 32)
※ 농작물 113,146ha, 산림작물 17,151ha, 수산 증·양식시설 573건 등
- (공공시설※) 77억 원(전남 25, 인천 25, 경기 17, 충남 5, 전북 등 5)
※ 주요지역: 인천 강화군(71억 원), 전남 신안군(36억 원) * 흑산면 13억 원
◈ (복구 계획(안)) 1,590억 원(사유시설 1,321, 공공시설 269)
- (시도별) 전남 719, 충남 402, 전북 125, 경기 101, 인천 94, 제주 83, 충북 39, 강원 등 27
※ 주요지역: 인천 강화군(67억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195억 원)
※ 재난지원금 3천만 원 이상 시군구: 제주도(8,228백만 원), 전남 영암군(7,698백만 원) 등 101개 시군구
- (부처별) 행정안전부 1,342, 해양수산부 189, 문화체육관광부 23, 환경부 11, 산림청 10, 국방부 등 15
- (재원별) 국비 868(국고 추가 76 포함), 지방비 644, 자체복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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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기상청,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
자료 : 기상청(2019.10.2.)

❍ [강수※]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하면서
9월 전반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여 비가 잦았고,
9월에 발생한 6개 태풍 중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강수량은 평년
보다 많아

※ 2019년 9월 전국 강수량: 221.2㎜, 평년(74.0∼220.7㎜)

- (정체전선 발달) 2019.9.1~11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해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가 길게 이어졌고, 특히, 2019.9.8~11일은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형성되어 중부지방에 많은 비
- (태풍 영향) 2019.9월에 총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
❍ [태풍] 링링(제13호), 타파(제17호), 미탁(제18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최근
4년 연속으로 9월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근대 기상업무를 시작(1904년)한
이후, 가장 많은 9월 영향 태풍 수※를 기록

※ 영향 태풍 수 증가의 원인: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지속

❍ [기온※] 9월 대부분은 북태평양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유입과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높았지만 2019.9.1~3일과 9.19~25일은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낮아

※ 2019년 9월 전국 평균기온: 21.8℃, 평년(20.5±0.4℃)

- 특히, 2019.9.5~7일 서해상으로 북상한 제13호 태풍 링링과 2019.9.8~11일 저기압,
2019.9.26~30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풍기류가 강화되었고,
2019.9.15~16일은 강한 일사와 동풍으로 인한 푄현상으로 전국(동해안 제외)
대부분 기온이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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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협의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1.)

❍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협의회 개최, 2019.10.1.] 2019.10.1일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업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쌀
수급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

※ 참석: (위원장) GSnJ 김명환 원장, (정부)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 농촌진흥청
박홍재 식량산업기술팀장, (농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
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산지유통업체)
한국RPC협회, 전국 알피씨연합회, 대한곡물협회, (유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중앙회 등
※※ 2018년산: (쌀 생산단수) 524kg/10a, (쌀 생산량) 387만 톤

- (농촌진흥청) 태풍 영향 등을 감안 시 2019년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519kg/10a 내외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5~379만 톤※으로 예상

※ 태풍 ‘타파’에 의한 도복면적 2만ha로 가정하였으며,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7~522kg/10a 내외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7~381만 톤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을 고려 시 3만 톤
부족하거나 1만 톤 남을 것으로 추정※

※ 태풍 ‘타파’ 및 ‘미탁’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 (농업인단체 등) 올해 태풍 및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으며,
벼 쓰러짐 등의 피해※를 감안, 조속히 태풍 피해벼를 정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

※ 2019.9.29일 18시 기준, 벼쓰러짐 면적은 26,798ha(피해 신고 면적은 계속 증가)

- (농식품부) 2019년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장 불안정 시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 수립·추진할 계획※

※ 또한, 태풍 피해벼는 과거 사례를 감안,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낮은 품질
벼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확기(10～12월)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10～11월에는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연산 혼합유통 등
특별단속을 실시(*부정유통 단속실적: (2015) 451건 → (2016) 241 → (2017) 122 →
(2018) 88 → (2019.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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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연기
자료 : 국회(2019.9.3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SF 사태※의 심각성 고려 농식품부 국정감사
연기, 2019.9.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 2019.10.2일 계획되었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19.10.18일(금) 농식품부 소관 기관과 함께 종합감사 시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이후 9월 18일 경기도 연천, 9월 23일 경기도 김포 등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하였고,
방역 당국이 방역대책에 착수한 뒤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정감사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들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최종결정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 일정❙

일정
2019년 10월 3일
2019년 10월 4일
2019년 10월 7일
2019년 10월 8일
2019년 10월 9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0월 14일
2019년 10월 15일
2019년 10월 16일
2019년 10월 17일
2019년 10월 18일
2019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2일

대상

장소

국정감사 자료정리
해양수산부
국회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회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정감사 자료정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
국회
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
국회
항만공사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제주
국정감사 자료정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
국회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식품부(변경 전: 2019.10.2.),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회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회
본회의(*시정연설)

자료: 언론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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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태풍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2.)

❍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2019.10.2.] 태풍(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2019.10.21일부터 매입할 계획

※ 피해면적(2019.9.29. 기준): 26,798ha(전남 10,097ha, 전북 5,882, 충남 4,789 등)
※※ 수발아: 벼 낟알이 젖은 상태가 지속되어 싹이 트는 것으로 식용으로 부적합
※※※ 흑･백수: 강풍 등으로 생육에 장애가 발생,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 (주요 내용) △매입시기※…2019.10.21.~12.30., △매입가격…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

※ 지역별 피해 벼 현황 및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 조사(～2019.10.8.) → 피해 벼 시료
채취･검사(2019.10.10.) → 피해 상황에 따른 규격 신설(2019.10.16.)
※※ 피해 벼는 포대 벼(톤백 포함)로 매입하며, 품종제한 적용 제외 및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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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식품 동향

농산물우수관리(GAP) 실천 강화 주간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1.)

❍ [농식품부, 「GAP※ 실천 강화 주간」 운영, 2019.10.1.]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GAP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GAP 주간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위생 의식 제고 및 인증확대를
도모하고자 2019.10.1일부터 10.14일까지 전국GAP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GAP
실천 강화 주간」을 운영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토양,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전국GAP생산자협의회: 107개 회원농협 26만 농업인

- (주요 내용) △생산농가의 GAP 기준 실천 강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교육·홍보 지원
<GAP 기준 실천 내용 및 교육·홍보>

<GAP 기준 설천 내용>
◈ (농약관리) 농약 보관 및 사용 후 빈 용기와 잔액은 안전하게 관리·페기하고, 농약 살포장비는
철저히 세척하여 의도치 않은 농약 잔류를 예방
◈ (비료관리) 비료가 농산물, 포장재, 종자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 보관 중인 비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
◈ (토양·용수) 토양이나 용수로 동물배설물 및 기타 환경 오염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과
수원 인근의 위생관리를 강화
◈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개인
장비와 작업 도구 등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농장의 위생 수준을 제고
◈ (단체인증) 인증 단체별로 회원 농가의 GAP 기준 실천과 위해요소 관리 사항 점검 및 자체 교육
등을 추진
<교육·홍보>
◈ (홍보 지원) GAP 제도를 알리고 인증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리플릿 17만 부, 포스터 1만 5천 부,
현수막※ 400여 개 등의 홍보물을 지역농협과 지자체 등에 제작·배포하여 게재하고,
※ (슬로건)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GAP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 농협 ATM기(2만 4천 개)를 통해 GAP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캠페인 방송 송출(2019.10.9.,
KBS) 및 신문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

◈ (교육 지원) 생산자·지자체 공무원(시군 담당자·급식담당자 등), 유통업체 관계자(롯데마트, 하나로
유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캠페인 취지와 GAP 가치를 전파할 계획

- 10 -

⎗ 정책동향

◈ 축산 동향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9.28.)·행정안전부(2019.9.30.)·
농림축산식품부(2019.9.28./9.29./9.30./10.1./10.2./10.3./10.4.)·
산림청(2019.9.30.)·국방부(2019.10.4.)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 개최, 2019.9.28.]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중앙재난수습본부 상황실에서 2019.9.17일 첫 ASF 확진 이후 2019.9.28일
오전까지 경기 파주, 연천, 김포, 인천 강화에서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타 지역
으로의 확산방지대책을 논의

※ (참석) 농식품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관세청장, 국무2차장, 경찰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부단체장)

- (당부사항) △권역별 이동중지명령, 축산차량통제권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
하게 시행, △최다발생지인 강화와의 연결통로와 그 주변, 해안 등 김포 전역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 △2019.9.27일 오후 강화군 전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결정하는데 합의해준 강화군 양돈농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2019.9.27.)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군 내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기로 심의･결정한 것에 따른 것
❍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2019.9.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하여 불법 조업 단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공방제 지원, 2019.9.30.] 2019.9.29일부터
10.3일까지(5일간) 산림청 헬기 3대를 투입하여 경기도 3개면(임진강 일대) 약
368ha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공방역(약제: 바이킹)을
실시하고, 방역에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사후 소독 및 세척을 철저
- (추진 배경) 차량이동, 야생멧돼지의 이동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경로가 다양
하게 예측되는 만큼 육로를 중심으로 한 차량차단 및 방역에 한계가 있어 산림청
헬기로 항공방역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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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2019.10.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차단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긴급
지원※

※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초소 등 차단방역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밀역학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

❍ [농식품부, 이동중지 해제 직후인 2019.9.28일 12시부터 돼지 도축 및 출하 재개,
2019.9.30.] 시중에 일시적인 돼지고기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71개 도축장의 70%인 50여 개 도축장이 개장하여 2019.9.28일 오후부터 9.29일
까지 작업을 진행하였고, 약 11만 3천여 마리의 돼지가 도축, 출하 중
- (전망) 농식품부에서는 2019.9.30일(월) 전국 70개 도축장에서 78천여 마리※의 돼지가
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돼지의 도축 및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일별 도축물량: (일평균) 71,351마리, (2019.9.27.) 0 → (9.28.) 50,115 → (9.29.) 63,295
→ (9.30.p) 78,151
❍ [농식품부, 태풍 ‘미탁’ 피해 최소화 위해 사전 대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철저
당부, 2019.10.1.]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태풍 ‘미탁’이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 철저, △축산농가에 태풍 전후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의 농업인들, 각종 모임, 행사 참여 자제 요청
❍ [농식품부, 파주·김포·연천 특단 조치 추진, 2019.10.3.]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ASF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
- (협의 내용) △비육돈※ 수매를 2019.10.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시행, △수매
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

※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연장)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2019.10.4일 3시 30분부터 2019.10.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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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실시, 2019.10.4.] 국방부는
농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
중부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에 2019.10.4일 15시 30분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하여,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全) 접경지역에 대해 약 7일간 항공방제※를 실시

※ 이번 항공방역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DMZ 안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첫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농식품부,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2019.10.2.] 2019.10.1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400여 두 사육)
에서 해당 농장주가 이상 증상(모돈 1두 폐사, 4두는 식욕부진)을 확인하여 ASF
의심축을 신고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일 아프리카돼지
열병(ASF)으로 확진

※ 방역대 현황: (반경 500m 내) 돼지농장 3개소, 2,180여 두 / (500m～3km) 6개소 9,943여 두

-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19.10.2일 03시 30분부터 2019.10.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

※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농식품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2019.10.2.] 2019.10.1일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ASF 의사환축이 확인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

※ 농장 현황: 잔반 급여함, 울타리 미설치(～500m) 1호, 18두(발생농장만 있음.), (500m～
3km) 2호, 2,585두

❍ [농식품부,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2019.10.3.] 2019.10.2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2,300여 두 사육)
1개소에서 ASF 의심축(모돈 4두 식욕 부진)을 신고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

※ 방역대 현황: (반경 500m 내) 해당 신고농장만 있음. / (500m～3km) 농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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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2019.10.3.] 2019.10.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2,800여 두 사육) 1개소
에서 농장주가 이상 증상(비육돈 4두 폐사)을 확인하여 ASF 의심축 신고를 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0.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

※ 방역대 현황: (반경 500m 내) 신고농장 포함 3개소, 6,450여 두 / (500m～3km) 6개소,
18,065여 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0.4.):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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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0.1./10.2.)

❍ [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019.10.1.]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2019.10월부터
2020.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
-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 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

※ 과거 발생, 백신 미흡, 밀집단지, 감염 항체(NSP) 검출 등 173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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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 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 전체 가금농가(4,843호) 대상, 농가별 방역 취약요소와 점검 이력 관리
- (‘철새 도래’ 경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019.10.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관리,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홍보 실시,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차단방역 조치 철저 당부

※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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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북한의 식량ㆍ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 등
이슈 브리프

북한의 식량·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에너지 수급 현황과 시사점”(지표로 보는
이슈, 제143호, 2019.9.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북한이 만성적으로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자원들 중 대표적인 것은 식량 및 에너지
이며, 이 영역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대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
- 최근 10년간을 포함하여 약 25년간의 북한 식량 수급 추이를 분석하면,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전기와 원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음.
<주요 내용>
❍ 북한의 최근 10년간 식량 생산은 2009년에 급감한 이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과 2018년에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

주: FAO가 1995년부터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2005년～2007년은 미발표), 1992년～1995년, 2006년～2008년 통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촌진흥청 자료임.
참고: 북한 식량 소요량을 나타내는 노란선의 높이를 생산량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초과한 연도가 한 번도
없음. 녹색 막대는 부족한 식량 부족분을 나타냄. 북한 식량 생산량 추이는 기후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변수도 있으나, 1992년 생산량과 최대 생산년도인 2017년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는 가운데, 수 십년
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농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자료: FA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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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이래 3년간은 식량 부족분이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부족량이 최고점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상황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최근 현황 점검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식량
부족을 고려하여, 북한은 1일 배급량을 573g에서 300g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됨.
❍ 북한의 식량 생산 중 주요한 곡물이라 할 수 있는 쌀과 옥수수의 수확량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
❙북한의 쌀 및 옥수수 생산 추이❙

참고: 2010년 2011년 통계 미발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농촌진흥청
- 2000년의 수확량 감소원인은 5~7월 극심한 가뭄으로 이앙과 초기생육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임. 강우량이 35% 줄고 여름에는 수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1)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59
- 2007년 쌀 수확량 감소원인은 여름철의 잇따른 수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차관 형식으로 쌀을 지원한 바 있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0814237642982&outlink=1&ref=http%3A
%2F%2Fsearch.daum.net
- 2009년 옥수수 수확량이 줄어든 원인은 전반적인 날씨보다는 밭작물에 대한 습해
(濕害) 그리고 비료나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https://www.nocutnews.co.kr/news/6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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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발전전력량과 원유 수입량을 보면 약 25년간 거의 변화가 없음.
❙북한의 에너지 수급 장기 추이❙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발전전력량, 비료 자료: 북한의화학비료생산능력에비하여실제생산량은
생산량)KOTRA(원유수입량)
1/5～1/4 수준에머물러있음. 이의원인중하나로는
전기에너지공급이부족한데서찾을수있음.
- 2017년 발전량은 1992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함.
-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많은 양의 원유가 수입된 것은 (구)소련 등 공산권이
우대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했던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발전전력량은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 등 공업시설의 가동 상황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임.
-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북제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1인당 평균 전기소비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북한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북한은 1차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의 전기소비량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음.
- 향후 북핵 문제 진전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원활한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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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전기소비량 비교❙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USE.ELEC.KH.PC?locations=KP)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한국(100497)보다는 현저하게 낮으며, 세계 평균(312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4년 베트남 수준의 소비량(1411)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의 1인당 소비량(1324)과 비슷함.
<시사점>
❍ 현실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5년간의 추세와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식량 상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이 밝지 않음.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에너지 수급※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음.

※ 에너지 수급은 북한 경제의 활력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경우 철도 전철화 비율(약80%) 등을 고려할 때, 전기 등 에너지
공급이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물류 등 경제활력도가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화학 비료 공장의 가동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다시 농업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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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6-2017년 미국 식품소매가격 하락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etail Food
Price Inflation Has Slowed Over Time(2019.7.)과 Factors Impacting Grocery
Store Deflation: A Closer Look at Prices in 2016 and 2017(2019.4.)”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6-2017년 미국 식품소매가격 하락
❍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식품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2016년 이전까지 식품
소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2011년은 전년 대비 식품소매가격이 4.8%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함.
- 식품소매가격 변동은 주로 유가와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 특히, 1999-2018년 식품소매가격 최대 증가 폭은 2008년 6.4%였으며, 같은 연도
(2008년) 곡물, 쌀, 유지작물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았음.
❙최근 20년간 미국 식품소매가격 변동 추세(단위: %)❙

❍ 반면, 2016년 식품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0.2% 감소함. 농업경제연구소는 가격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2015-2017년 동안 미국 내 육우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평균 식품소매가격 하락을 견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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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4년 이후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농산품 수입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함.
- 동기간(2015-2017년)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도 가격 하락요인이 됨. 식품소매
상의 식품 대량포장판매(bulk)와 인터넷 식품구매와 같은 소비자들의 식품
구입경로 다변화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줌.
❙2015년 대비 2017년 품목별 식품소매가격 변화(단위: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Knowledge and innov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food and farming”(2019.9.26.)을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U 집행위원회는 4번째 농업지식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이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3년간 작업한 것으로,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농업부문의 지식 창출과 혁신 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농업
정책(CAP) 개혁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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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는 지식 창출과 혁신을 공동농업정책이 추구해야 할 범분야적
(cross-cutting) 목적※으로 선정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농업·농촌이 당면한(혹은
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하나의 분야로 다루기보다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목적임을 뜻함.
❍ 다양한 주체들(연구자, 지도기관, 농업인, 임업인 등)이 농업혁신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은 프로젝트 결과가 빠르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의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은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과의 교감을 통한 상향식 혁신 방식을 의미함. 연구자-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할 수 있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EIP-AGRI)’의 운영그룹
(Operational Groups)과 ‘Horizon 2020’의 다주체 참여방식(Multi-Actor Approach, MAA)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성과는 회원국마다 크게 달랐으며, 때로는 같은 국가 내에
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또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은 많았으나, 분절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웠음.
❍ 따라서,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식
교환과 혁신과정이 보다 조직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복 방지와 비용 감소에 효과적일 것임.
- 장기적으로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 강화는 농업 지식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회원국 간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업인
수요에 구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이 보다 적응력이 높고, 탄력적인 분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한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개별 회원국들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수립 시, 국가별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구조와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6월에 발표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9개의 공동농업정책
목표 달성방법에 대해 각자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시장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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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소비자 식품 동향
※ 일본정책금융공고 「国産食品へのプレミアム感 薄まる傾向～高齢世代は健康志向、若
者世代は経済性志向～＜ 令和元年７月消費者動向調査 ＞」(2019.9.30.) 내용을 중심
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 동향
❍ [총괄]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2019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시행하였음. 그 결과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경제성’, ‘간편성’, ‘건강’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지향하는 사항으로 2반기(半期) 연속으로
성장했던 ‘건강지향’(43.8%, 이전 조사 대비 △2.8%p)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 지향’(38.1%, 이전 조사 대비 +1.2%p)과 ‘간편화 지향’(33.4%, 이전
조사 대비 +2.2%p)이 증가하였음. 또한, ‘국산지향’(14.3%, 이전 조사 대비 △1.3%p)은
4반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대별] ‘건강’,‘안전’, ‘국산’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향하는 경향이며,
반면 ‘경제성’, ‘간편화’, ‘맛’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음.
❍ [국산식품 확인 여부] 식료품 구매 시 국산식품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2%(이전 조사 대비 +0.9%p)로 최근 3반기 연속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며, 외식 시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이전 조사 대비
△2.5%p)로 2016년 7월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국산품인지 확인하는 경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산식품 인식] 국산식품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이전 조사 대비 △0.1%p)로
이전 조사와 비슷했음. 이는 2008년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국산식품의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국산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매우 낮아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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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인식]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
(이전 조사 대비 △1.7%p)로 8반기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되는 추세임.
❍ [가격허용도] 수입식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국산식품을 선택할
것인지 가격허용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비싸도 국산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57.9%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한편, ‘굳이 국산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됨’은 16%로 전자에 비해 낮지만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식품 지향 추이❙

❙연령대별 식품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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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2019 국감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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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2019 국감 전략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일정이 2019년 10월 18일
(변경 전: 2019.10.2.)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국감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 2019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ASF 방역대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문제,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문제를 다룰 전망
-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2018년) 국감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무허가축사(미허가
축사) 적법화, △고품질 쌀품종 재배확대 등을 이슈로 제시했으며, 올해도 이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준비 중
- 또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산물 유통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이라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나 외래병충해 방제 등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
❍ [자유한국당 간사 경대수 의원] 2019 국정감사에서 △직불제 통합,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대응,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부작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산림훼손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업
예산 집행 문제, △ASF 방역대책, △쌀 목표가격문제 등 국내 농산물 큰 타격에
농민 안심시킬 방안 점검을 점검할 계획
- 경대수 의원은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국민과 농민의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되풀이되지 않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책국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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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간사 정운천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문제를 근본적
으로 다루고,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체작목 재배가 아니라 과감
하게 휴경이 필요, 해당 농지는 소득원 개발지역으로 묶어 관광농원사업·농촌태양광
발전 등을 추진하도록 정책제안, △‘농촌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소신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농가소득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정부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도입·확산도 촉구할 계획
- 정운천 의원※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책의 방향만 바꾸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고정관념에 매인 농정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사업자적인 관점
에서 정책을 세우도록 정부에 주문하겠다”고 언급

※ 2018년 국감에서 정운천 의원은 농촌태양광 보급확대 ▴쌀 생산조정, ▴청년농 영농
정착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지적･제안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하는 ‘우수
국감의원상’을 받았음.
❍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19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논의·점검해야 할
주요 농정현안과 요구사항으로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의 농업예산 증액, △아프
리카돼지열병(ASF) 확산·재발 방지대책 마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채소 수급·유통대책 마련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선정
- 또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
제고, △농협경제지주 예산·사업 내실화 등도 촉구
자료: “한농연, 국감 주요 농정현안·요구사항 제시”(농민신문, 2019.9.30.),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 2019 국감전략”(농민신문, 2019.10.2.)

쌀 목표가격 주요 동향
❍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9월 25일~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여전※

※ 쌀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현행 농업소득보전법에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여야는
지난해(2018년)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했지만 시장가격이 오른데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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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존 21만 4,000원을 제시하는 반면, 야당은 22만
6,000원이 타당하다며 직불제 개편 연계를 반대하는 상황
- 2019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방안, 쌀 자동시장격리제, 쌀 목표
가격을 함께 논의해 일괄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
❍ 2019년 9월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최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쌀목표가격을 80㎏당 21만 4,000원을 제안※

※ 여야 간사는 지난 2019년 1월 목표가격을 20만 6,000～22만 6,000원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없이 20만 원대를 고수해왔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

❍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은 2019년 9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 8,000원(80㎏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4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

※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8년 8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김종회 의원의 제시안은 국회 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액수
중 최고 수준임.

- 쌀 목표가격이 24만 5,000원이 돼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 5000원이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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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내재
❍ 농식품부는 제도 변화가 예산과 맞물려 있는 만큼 오는 2019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자료: “김종회 국회의원, 쌀 직불금 목표가격 24만5천원 제시 ”(news1, 2019.9.25.),
“쌀 목표가격·직불제 9월 국회통과 무산”(농수축산신문, 2019.9.27.),
“與 쌀목표가격 21.4만원으로 상향 제시…당정청 협의 검토”(아시아경제,
2019.9.29.), “21만4000원 VS 22만6000원…여야, 쌀 목표가격 접점 못 찾아”
/ “[사설] 쌀 목표가격 결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농민신문,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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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5-2019년 저물가 원인 분석
자료 : 통계청(2019.10.1.)

개요
❍ [분석대상] 소비자물가조사 460개 품목 중 기준년(2015년 = 100.0) 대비 2019년 9월
하락 품목의 등락률
구분

품목수
(개)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 집세
- 공공서비스
- 개인서비스

460
73
231
4
152
2
32
118

2016
1.0
3.8
-0.5
-9.2
2.3
1.9
1.5
2.7

등락률(%, 전년(누계)비)
연평균 등락률 하락 품목수
2017
2018
2019.9 (2016~2018) (개, 비중(%))
1.9
1.5
0.4
1.5
117(25.4)
5.5
3.7
-1.4
4.3
17(23.3)
1.4
1.3
-0.3
0.7
80(34.6)
-1.4
-2.9
1.5
-4.6
3(75.0)
2.0
1.6
1.0
1.9
17(11.2)
1.6
0.6
-0.1
1.4
1(50.0)
1.0
0.2
-0.3
0.9
8(25.0)
2.5
2.5
1.9
2.6
8(6.8)

농축산물
※ ( )는 품목의 2015년 대비 등락률, %

❍ [기상상태] 2019년 들어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수확량이 증가하여 계절적, 일시적
으로 하락※

※ 양파(-29.3%), 마늘(-8.0%), 가지(-8.2%)

❍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자 등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 및 사육두수와 어획량 증가
등으로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

※ 감자(-20.7%), 닭고기(-2.9%), 달걀(-4.3%), 갈치(-7.5%) 등

❍ [수입량 증대] 품목의 해외 수입 증대로 100 미만의 지수 유지※

※ 고사리(-0.3%), 키위(-7.6%), 블루베리(-10.7%), 아몬드(-11.5%), 고등어(-6.1%)

❍ [기타 요인] 양식 기술 등의 발달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

※ 전복(-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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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
※ ( )는 품목의 2015년 대비 등락률, %

❍ [무상정책]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 남자학생복(-44.4%), 여자학생복(-42.0%), 교과서(-25.2%)

❍ [온라인거래 확대]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된 가공식품, 공업제품 중 온라인 규격
품목 등의 가격 하락※

※ 국수(-6.8%), 분유(-13.0%), 세탁세제(-11.6%), 섬유유연제(-15.8%), 바디워시(-33.9%)
※ 온라인 거래는 가격투명성 증대, 소매업 경쟁심화 등을 통해 물가 하락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2018년 18.8% → 2019.7월 21.4%)

❍ [글로벌 경쟁격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확대 및 정보통신 중심의 기술
발전은 물가에 하락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산, 생산기지 해외이전
※※ TV(-33.9%), 저장장치(-26.4%), 전기레인지(-24.2%), 컴퓨터(-4.0%), 믹서(-23.9%)

❍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유 수입물가의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 하락※

※ 자동차용 LPG(-2.9%), 휘발유(1.1%) 등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 동향(단위: $/bbl, 원/ℓ)❙

구분
Dubai
Brent
WTI
휘발유
경유
등유

2016년
41.41
45.13
43.47
1402.64
1182.54
784.48

2017년
53.18
54.74
50.85
1491.30
1282.53
853.08

2018년
69.66
71.69
64.90
1581.37
1391.90
942.34

※ 9월 1∼24일 평균(출처: 페트로넷, 오피넷)

2018.9월 2019.8월 2019.9월※
77.23
59.13
60.87
79.11
59.50
62.32
70.08
54.84
57.28
1637.58 1493.72 1525.52
1438.93 1351.92 1376.70
959.88
967.96
968.01

전월비
2.9%
4.7%
4.4%
2.1%
1.8%
0.0%

동월비
-21.2%
-21.2%
-18.3%
-6.8%
-4.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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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