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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공익직불제 시행 및 쌀 목표가격 수준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7.)

개요
❍ [농식품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9.12.27.] 2019.12.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쌀 목표가격 수준이 확정

※ 「농업소득보전법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2019.9.9. 박완주의원발의

- (주요 내용) △목표가격…26,750원/10kg으로 2013~2017년산(23,500원/10kg, 188,000원
/80kg) 대비 13.8%(3,250원/10kg) 인상, 2018~2019년산에 한시 적용, △직불제 재정
규모…2.4조 원으로 2019년(1.4조 원) 대비 70%(1조 원) 인상, △공익증진직불법…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
의무 등을 규정

공익증진직불법 주요 내용
❍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
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제1조~제4조)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제5조~제6조)
❍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
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제7조~11조)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 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제12조~13조)
❍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
직접지불제도로 구성(제2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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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직불금의 신청·등록절차, 조사, 제재사항(제14조~제20조), “농업·농촌공익
증진직불운영심의회”(제23조~제24조) 및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운영(제25조~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명예감시원,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제36조~제45조)
❍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을 26,750원/10kg(214,000원/80kg)(부칙)
-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20.5월) 이전인 2020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

※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총 1,115억 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
- 26,750원/10kg(214,000원/80kg)은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23,500원/10kg, 188,000원
/80kg) 대비 13.8%(3,250원/10kg, 26,000원/80kg) 인상된 가격이며, 2018년산과 2019년산에
한하여 적용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내역(단위: 백만 원)❙
2019 예산(A)
사업명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2020 예산(B)
정부안
예산액
사업명
802,770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경영이양 직접지불
47,17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54,647
밭농업직접지불
207,790
경관보전 직접지불
8,3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8,110
2018년산 쌀소득보전
253,300
변동직불
합계
1,412,152

경영이양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밭농업직접지불
경관보전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최종
예산액
799,400

사업명

예산액

38,981
53,872
213,995 공익기능증진직불 2,399,965
8,800 (경영이양직불 포함)
24,417

공익형직불제제도개편 1,060,500
합계

2,19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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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99,965
2019년산 쌀소득보전
238,400
변동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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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및 전망
❍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2019.11.27. 법사위 통과)

※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국회에서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
❍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농업인의 준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
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 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직불제 개편 전·후 경영규모에 따른 수취액 개념❙
<개편 전>

<개편 후>

❍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던
쌀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
❍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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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주요 동향
자료 : 청와대(2019.12.23./12.24.)·산업통상자원부(2019.12.22.)

❍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2019.12.24., 중국 청두] 문재인 대통령은 2019.12.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
-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은 운명공동체”라며 협력을 강조
- (아베신조 일본 총리)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3개국 공통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언급
- (리커창 중국 총리) “자유무역 원칙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해 경제통합 촉진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건설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공동언론발표 전문 주요 내용>

◈ “오늘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과 나는 20년간 발전해온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들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 “첫째,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미 큰 성과입니다. 내년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력 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 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우리는 3국 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 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3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 “평창에 이어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3국은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사람,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셋째,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
니다.”
- “오늘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 4 -

⎗ 정책동향

❍ [한중 정상회담 개최, 2019.12.23., 중국 베이징] 문재인 대통령은 2019.12.2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각각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 (미중 무역분쟁) △시진핑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싸우면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다”며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고 언급,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건설적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룬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해
- (미세먼지 및 환경협력)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문재인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개최, 2019.12.23., 중국 청두] 문재인 대통령은
2019.12.23일 오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각각 갖고, 한중 간 경제·통상·
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 (FTA·환경)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일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을 보다 심화시키며, 혁신 산업·서비스
산업·환경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
- (문화·경제 교류) △리커창 총리는 “문화·인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한중 간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진전을 희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4차산업 시대를 중국과 함께 선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철도공동체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
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길 당부하였고,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며 “중국은 북미 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적극
소통하며 중국도 긍정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언급
- (RCEP 협정) △리커창 총리는 “인도가 최종 협정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내년(2020년)에 최종 서명, 발효되면 세계
경제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서명의 순간까지 인도의 동참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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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19.12.24.]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019.12.24일 정상회담을 가져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및 강제징용 문제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2019.7.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
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언급
- (강제징용 문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2019.12.22., 중국 베이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
산업성 대신과 동북아 3국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강화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
- (주요 내용) △2020년 RCEP 서명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고,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APEC,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 △금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
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 (향후 계획) 3국은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지속적
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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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자료 : 행정안전부(2019.12.24.)

❍ [행정안전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2019.12.24.]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9.12.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
※※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 (주요 내용)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
- (기대 효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개최 사례>

◈ 2017.6.14.(청와대): 일자리 추경 관련사항 논의, 시·도 건의사항 청취
◈ 2017.10.26.(전남여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
◈ 2018.2.1.(세종):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방안
◈ 2018.8.30.(청와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구상
◈ 2019.7.24.(부산): 규제자유특구 도입결과 및 향후 계획,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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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2019.12.26.)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2019.12.26.] 2019.12.26일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양 부처 지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등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 지역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논의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주요 안건) △의결…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 지역산업지원사업 개편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 개편방향, 중기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주요 내용
❍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 등 8개 사업 총 6,749억 원(산업통상자원부 3,93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818억 원)을 투입
❙2020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총계

477,596

197,351

674,947

275,524
91,693
88,634
56,700
19,997
18,500
202,072
99,917
89,326
12,829

117,599
38,018
32,129
24,300
12,432
10,720
79,752
26,105
53,647

393,123
129,711
120,763
81,000
32,429
29,220
281,824
126,022
142,973
12,82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지역활력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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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선정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3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화학, 조선, 기계장비, 항공, 가전, 철강, 섬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등
- 또한, 지역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잠재 → 예비
(연 300개) → 선도(연 100개)’ 기업으로 유형화※ 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2020~2022년, 3년간 총 1,200개)

※ 기준 예시(지역별로 탄력적 적용): (잠재) 매출 100억 원 미만,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예비) 매출 100～500억 원, 성장 잠재력 검증된 우수기업, (선도) 매출 300억 원 이상,
거래관계 핵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기반 지역 주도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
- ① 지역산업 진단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 산학연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사업을 개선하고, ③ 산단 대개조,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산업 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
◈ (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지역기업 육성을 신산업 유망기업에 집중하여,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
하여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지역내 거래관계망 핵심인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
※ ① 주력산업 영위, ② 지역 내 거래관계망(납품‧하청)의 핵심역할 수행, ③ 매출 300억 원 이상,
④ R&D집적도 및 신제품 출시 등 혁신성, 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등
- 이를 뒷받침하도록 민간 전문기업 등이 유망기업을 선별·先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규로 도입(2020년 시범사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전문기업을 주간사로 지정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한 지역기업을 선별하여
패키지방식으로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집중 육성

- (기대 효과)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역 산업·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혁신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연계·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혁신원천”
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산업·기업의 혁신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성과 관점에서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시장친화적 투자 연계
확대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다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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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2.24.)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발표, 2019.12.24.]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19.12.23.)에서 의결·확정

※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약 1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면밀한검토를거치고, 공청회(2019.11.18.) 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수립

- (주요 내용)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

주요 내용
전략 1.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추진전략❙
비전

목표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
Œ 에너지전환 중점기술 집중 투자: 중점 16대 분야 90% 이상 지원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에너지 기술 수준 10%p 향상
Ž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경제적 성과 57조 원 달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16대
중점기술
분야

•
•
•
•

태양력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
•
•
•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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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지능형전력망
• 에너지저장
•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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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단가저감·고효율화
• 초고효율 전지 상용화

풍력

•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 부유식 풍력 개발·실증

수소

• 그린 수소, 대용량 저장·
운송, 효율·내구성 향상

원자력
청정
화력

• 해체기술 자립, 원전 안전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 미세먼지·CO2 저감
• 부하대응을 위한 유연성 확보

에너지 • 에너지 전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구축

에너지 • 핵심소재 자립
신소재 • 산업응용 분야 확대

자원
개발

• ICT 기반 탐사·개발 기술

순환
자원

• 재생에너지 분야 재이용·재제조

산업
효율

• 다소비 기기 효율 극대화
• 산업 맞춤형 FEMS

건물
효율

• 플러스에너지 건물 구현
• 커뮤니티 효율 최적화

지능형 • 송변전 통합관제
전력망 • 차세대 직류 송배전 시스템

수송
효율

• 충전 경제성‧안정성 확보
• 무선 충전효율 향상

에너지 • 차세대 이차전지
저장 • 고신뢰·장주기 ESS

빅
• 수요자원 활용 확대
데이터 • 에너지거래 기술 고도화

사이버 • 에너지인프라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
기술 확보

전략 2.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
(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
❍ 초고난도 한계돌파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他
산업 간 공동 기획을 통한 ‘융·복합 연구’ 추진
❍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 확대
전략 3. 新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D 全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

※ 실증연구 투자 비중(%): (2016) 10.2 → (2018) 15.5 → (20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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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

※ 2020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신규 편성(2020년 17억 원)

❍ ①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②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의 조화를 통해 新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
전략 4.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新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 활성화
❍ [향후 계획] 정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반영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은 2020년 1월
중 발표할 예정

❍ [기대 효과] △재생에너지 경제성 획기적 향상,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글로벌 No.1 기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과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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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1~20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12.23.)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2019.12.23.] 향후 10년간 배출권
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환경부)

❍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내용

① 실효적 감축 추진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강화

② 할당방식 개선

•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

③ 시장 기능 확대

•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

④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

•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구축
•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7.)」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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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
❍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2.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환경부)

❍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
- 환경부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

※ 7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어업･산림･폐기물, 청년) 69명으로 구성,
국책연구기관 기술작업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시나리오 제시 등 기술･경제적 분석･지원
❍ 2020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UN에 제출할 예정
3.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 (외교·환경부)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19.12.2일~12.15일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5, 의장국: 칠레)가 개최,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산림청･기상청･농촌진흥청

❍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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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ㆍ시행
자료 : 환경부(2019.12.24./12.25.)

❍ [환경부, 2019년 12월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12.24.]
2019.12.2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

※ 해당 지역은 오늘(2019.12.24.)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

- (주요 내용) △2019.12.25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시행,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미세먼지 발생 억제 점검·단속 실시
❍ [환경부, 2019년 12월 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12.25.]
2019.12.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

※ 충남･충북･세종은 2019.12.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 (주요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총 8기 석탄
발전 가동중지와 총 49기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 시행, △미세
먼지 발생 억제 점검·단속 실시

2020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물품ㆍ세율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24.)

개요
❍ [기획재정부, 2020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2019.12.24.] 정부는
2019.12.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20.1.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2020년도에는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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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0년 할당관세 운영계획]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초
원자재, 중소기업·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 및 확대
- (농어가 지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2019년에 이어 계속 적용)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원제·요소에 대한 할당관세가 인하(2019:
1% → 2020년 0%, 기본관세율 2%) 적용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7개 물품
❍ [2020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내외 가격차, 산업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2019년과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
-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

※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2020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 → 할당세율, %)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2)>

유장(20/40 → 0)
매니옥펠릿(7 → 0)
겉보리(5 → 0)
귀리(3 → 0)
2020년
옥수수(3 → 0)
1.1.부터
대두(3 → 0)
12.31.까지
면실(2 → 0)
적용
알팔파(1 → 0)
뿌리채소류(5/20 → 0)
동식물성유지(5 → 0)
유당(20 → 0)

밀기울(2 → 0)
비트펄프(5 → 0)
주정박(2 → 0)
대두박(1.8 → 0)
면실피(5 → 0)
유조제품(5 → 0)
매니옥 칩(20 → 10)
설탕(30 → 5)
새끼뱀장어(5 → 3)
농약원제(2/8 → 0)
요소(비료용)(2 → 0)

적용기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 → 조정세율, %)

찐쌀(8 → 50)
혼합조미료(8 → 45)
고추장(8 → 32)
당면(8 → 26)
활돔(10 → 28)
2020년
활농어(10 → 28)
1.1.부터
활뱀장어(10 → 20)
12.31.까지
동꽁치(10 → 26)
적용
냉동명태(10 → 22)
(14개)
냉동오징어(10/201) → 22)
새우젓(20 → 32)
표고버섯(30 → 40)
합판(8 → 10)
나프타(0 → 0.5)2)

주: 1)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2)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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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4.)

개요
❍ [농식품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발표, 2019.12.24.] 농림식품과학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

- (기본방향) △타 분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연구 확대,
△민간의 농림식품 R&D 촉진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부·청·소속
기관의 R&D 협업, 정책부서 R&D 참여 확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총괄 조정 강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추진방향❙
비전

목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
◈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2018) 80.0% ⇒ (2024) 84.6%
◈ 농림식품 민간 R&D 비중: (2015∼2017) 평균 32.9% ⇒ (3차) 평균 35.0%
◈ 사업화 성공률: (2018) 43.5% ⇒ (2024) 48.0%
1. 5대 중점 연구분야 집중 투자(2019: 52.0% → 2024: 66.8)
•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농림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업생산

추진
방향

2.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및 연구협력 프로세스 다변화
•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오픈 사이언스 기반 마련
• 타 분야 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R&D 등 연구 전 과정의 개방형 프로세스 도입
• 지자체 참여 확대 및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역량 확충
3. 민간 농식품 R&D 촉진 및 개발기술 사업화 강화
• 농식품 R&D 투자·수행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제시
• 정부자금 매칭 지원, 자조금의 R&D 사용 등 민간 R&D 투자 유도
• 민간 유휴기술 이전, 기술사업화 R&BD 사업, 실험실 창업 지원 등 실용화·사업화 강화
4. R&D 추진체계 개편 및 인력 역량 강화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부·청 R&D 거버넌스 개편
• 현장문제 해결 R&D 및 미래 대응 R&D 등 연구 성격에 따른 관리방식 차별화
•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특수대학원 신설 및 국제 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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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1.

농업 혁신성장·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강화

❍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중점 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농업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
- 무인 자동화 3세대 스마트팜과 센싱·위성·드론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수급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중점 개발
-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작물 알러지 제거 등 농생명 바이오 산업 육성
- 메디푸드·식물성 대체단백질·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차세대 농식품 개발에도 투자를
집중
- 농림용 인공위성, 신종질병 발생 예측 등 재난 대응기술을 개발
- 맞춤형 치유농업,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도 중점 투자해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 발돋움할 계획
2.

개방형 연구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 농식품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 간 공유를 지원하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형 연구 기반을 마련
- 2020년에는 우선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핵심인 스마트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와 연구자의 생육·환경·제어 데이터를 한 곳에 응집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2021～2027) 추진 시 연계하여 활용
❍ 화학, 기계, 전자 등 타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연구를 확대해 융복합 혁신
기술을 확보
- 타 분야 기술과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팜 등 연구에는 농업계 외의 연구자가
연구팀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과제를 공고
- 국민 참여단의 과제 선정, 타 분야 전문가의 평가 참여, 농업인·농촌 주민의 연구
참여 등 연구 전 과정의 개방형 프로세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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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농식품 R&D 활성화 및 사업화 강화

❍ 그간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던 농림식품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공공
성과 민간 역량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모델을 제시
- 대표적으로, 민간 연구가 활발한 바이오, 농기계, 식품 등 분야에 대해 국가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연구 수행 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
❍ 민간 수요자가 직접 투자하는 R&D에 정부자금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R&D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
❍ 개발기술이 실용화, 사업화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 신뢰성 검증
등 기술사업화 R&BD 사업을 확대하고, 농림식품 분야에 특화한 기술 보증제도 신설
등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
4.

R&D 추진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의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
연구의 총괄 조정과 협업을 강화
- 농림식품 R&D 총괄 컨트롤 타워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기관의 신규사업 추진계획, 차년도 투자 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
-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설명회,
수요 발굴, 과제 공고, 성과 확산 등 각 단계의 일정을 통일하고, 사업 공동기획,
합동 성과보고회 등 협업을 강화
❍ R&D 과제를 크게 현장 문제 해결형, 미래 선도형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 성격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성과를 제고
- 농업인과 농산업체 현장 문제 해결형 R&D는 역매칭, 리빙랩, R&D바우처 등
수요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R&D 코디네이터를
확대하여 연구 수행을 지원
- 미래기술 선도형 R&D는 과제당 연구 기간과 연구비를 확대하고, 다수 기관이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경쟁형 연구방식을 도입, 우수 연구자는 기초부터 실증까지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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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과 농산업 융복합 특수대학원 운영, 국제 공동연구 확대로 창의적인 농림
식품 연구인력 양성
- AI·빅데이터·로봇·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농산업과 융복합해 교육하는 특수
대학원을 운영하여 미래를 선도할 창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우선
스마트팜과 가축전염병 분야 2개 특수대학원을 운영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업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향후 계획
❍ [이행방안] 종합계획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매년 수립하는 부청별 R&D 사업 추진계획과 제3차 종합계획 간 연계 강화(부·청
R&D 시행계획도 농과위 심의)
-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획 시 12대 핵심전략 기술분야의 관련성 명시, 종합계획 실행의
점검체계 강화
- 종합계획 목표 재점검 및 핵심 추진전략 조정을 위해 제3차 종합계획 이행 기간
2년 후(2022년) 중간평가, 계획 보완 추진
- 민간 농림식품 R&D 투자, 농림식품 기술 실용화·사업화, 연구개발 인력, 지역
R&D 등 관련 주기적인 정책연구를 수행을 통해 농림식품 R&D 투자 방향성 제시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발표”(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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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4.)

개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발표, 2019.12.24.]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 스마트팜 보급 현황: (2017) 4,010ha → (2018) 4,900 → (2019) 5,017(p)
※※ 스마트팜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의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함께 청년 전문인력 양성, 기자재 표준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 (추진 배경)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집중 추진 중,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로, 수출을 통한 성장 필요,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은 높은
부가가치와 파급효과 기대
- (주요 내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핵심전략 국가 중심으로 K-Farm 진출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추진 방향❙
비전

◈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통한 전후방산업 발전

목표

◈ 2025년까지 수출규모 3억 달러 달성(2018년 약 1억 달러)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① 해외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
②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③ 사절단 파견·수출상담회 및 시연회
추진
과제

④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구성
⑤ 수출 기본 정보 제공
⑥ 무역 금융 이용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출 거점화
② 스마트팜 관련 R&D 활성화 및 기술 표준화
③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화 모델 개발
 핵심전략 국가 중심으로 K-Farm 진출 확대
① 중앙(CIS)·동남 아시아

② 중동(UAE·카타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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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망 국가(2개국)에
데모온실을 조성하여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장조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 스마트팜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2020～2021년 신규, 총 71억 원)

- 스마트팜 시공·시설자재·기자재 등 다양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데모온실을 조성하고, 전략 품목의 시범 재배 및 스마트팜의 성능 등을 검증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부지확보 및 데모온실 운영), 농림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데이터 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시장조사·사절단·수출상담회)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 시장에 파견하고, 국산 스마트팜 시설의
사후관리와 헬프 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

※ 청년창업 보육사업 내 스마트팜 수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신설

- 수출국가의 현지 인력을 국내에 초청하여 관련 교육 및 필요한 기술 이전 등도 추진
❍ 수출 시장 조사, 무역 사절단,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및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

※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농식품부 중심으로 수출 업체, 유관기관, 외부기관을 포함한
협의체
※※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수출 관련 컨설팅, 애로사항 청취 및 상시적 해소 창구

❍ 비교적 영세한 스마트팜 업체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
무역금융 제도를 확충
- 수출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전대금융※ 제도와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연계
하고, 신용한도※※ 설정 국가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

※ 우리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수출계약을 조건으로 해외 현지은행에 대출 후, 현지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 CIS, 중동, 중남미 등 10개국 24개 은행 대상 신용한도 설정(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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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수출 기업이 수출금융(포페이팅※) 활용 시 포페이팅 수수료에 대해 최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우대※※ 및 해외투자자금대출금액 한도 확대 등도 지원

※ (포페이팅)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이 수출 국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수출금융
※※ 수출촉진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등수출입은행무역금융제도에우대금리적용

2.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스마트팜 관련 교육·실증·창업의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 수출에 특화된 경북 상주의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수출 거점화하여 현지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로 연계되도록 바이어 초청, 전략 워크숍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
❍ 지난 2019.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스마트팜 관련 R&D 사업※을 통해 지속적
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수출을 도모하고, 기 제정된 관련 국가표준의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 표준으로 확대도 추진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R&D): 7년간(2021～2027) 총 3,867억 원 투자

❍ 단순 제어·중저가 보급형 수출에서 농작업 전주기 지능화·자동화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시설온실 중심의 스마트팜에서 식물공장·아쿠아포닉스·첨단 농기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
3.

핵심 전략 국가 중심으로 K-Farm 진출

❍ 스마트팜 수출 유망 시장인 중앙 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 핵심전략 국가의
특성에 따른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등 신규 진출 가능한 국가에 대한 조사도
추진
-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하고,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 설치 및
ODA 사업※을 통해서 진출

※ 카자흐스탄에는 테스트베드
사업(2018)을 통해 스마트팜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필리핀에는 ODA 사업 으로 한국형 스마트팜이 조성된 사례가 있음.
※※ 필리핀 Baguio시에 토마토 스마트팜을 구축(2019)하여 현지 연구 및 교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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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카타르 등 중동과는 스마트팜 관련 공동연구 등 농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

※ 스마트팜 관련 MOU 체결: 카타르(2019.1.28.), UAE(2019.2.27.)
-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스마트팜 수출실적은 저조하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아,
현지 시장 조사 및 제도 연구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집중
4.

기대 효과

❍ 스마트팜 기자재의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
- 국내 시장보다 규모가 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스마트팜 기자재를 수출하여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성장(목표: 스마트팜 수출액 2018년 1억 달러 → 2025년 3억 달러)

※ 2022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112억 달러, 국내 시장은 2억 5천만 달러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온실 소재·ICT 기자재 산업의 발전 기대
❍ 종자·비료·농약 등 동반 진출을 통한 농업 전후방 산업 성장
- 농기계·종자·비료·농약 등 농기자재는 최근 수출이 증가※ 추세

※ 농기계 수출액: (2013) 835백만 달러 → (2015) 892 → (2018) 1,042
※ 농약 수출액: (2013) 52백만 달러 → (2015) 84 → (2018) 137
※ 종자 수출액: (2013) 41백만 달러 → (2015) 47 → (2018) 52

-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에 맞는 종자·비료·농약 등이
패키지로 진출하여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 기대
❍ 스마트팜 및 전후방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림업과 전방산업(예: 식품·외식, 농축산물 가공·유통 등), 후방산업(예: 스마트
농업 등)의 종사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18% 수준(KREI)
-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은 화학(비료·농약), 일반 기계(농기계), 전자기기(환경제어기),
건설자재(철강·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수출 지원 착수,
기자재와 사람, 기술의 동반진출 추진한다”(http://www.mafra.go.kr/mafra/293/
subview.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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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충북(제천)ㆍ강원(평창)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3.)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충북(제천)·강원(평창) 선정, 2019.12.23.]
2019.12.23일 충청북도(제천시)와 강원도(평창군)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에 도전
하는 청년들은 높은 시설투자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형 스마트
팜을 통해 청년들은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마련

- (추진 배경) 2018년 및 2019년에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임대형스마트팜을 4개소 조성(~2021)할 계획이었
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지역
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이번 공모를 추진

※ 2018년 스마트팜 보육센터 시범사업 보육생 중 입주 희망자의 46%만 입주 가능
- (주요 내용) 향후 시·도 단위에서 임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뒤, 2년간
(2020~2021년) 시설조성 후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운영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충북(괴산)ㆍ경북(안동)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7.)

❍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충북(괴산)ㆍ경북(안동) 선정, 2019.12.27.] 노동
집약적·관행농업(경험) 위주의 노지(露地)영농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충북(괴산군)과
경북(안동시)을 선정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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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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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생산부터 유통까지 노지 전(全)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스마트 농기계·유통시설 등 2개 시·도에 각각 3년간
약 250억 원※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산-학-연)로 이루어진 사업단을
구성하여 작물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

※ 2020년예산: 국비88억원(지방비포함시129억원), 2021∼2022년예산: 관계부처와협의필요
- (기대 효과) 노지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7.)

❍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2019.12.27.] 임산부
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북·제주 2곳, 시·
군·구 단위 시범사업으로는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

※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 (주요 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수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 원(국비 40%) 수준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자료 : 농촌진흥청(2019.12.23.)

❍ [농촌진흥청,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2019.12.23.]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 의무화하며 2020.1.1일부터 시행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2019년부터전면시행된‘농약허용기준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하여 구축･운영

- (주요 내용)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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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해당 농작물·병해충에 적합한 등록 농약만 추천·판매하도록 유도하여
부적합한 농약 판매·사용 관행 방지

◈ 축산 동향

축산물 이력제 닭ㆍ오리ㆍ계란 확대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6.)

❍ [농식품부, 2020.1.1일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시행, 2019.12.26.]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2020.1.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

※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하였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

- (주요 내용)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신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700㎡ 이상)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 의무 부과

※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app)과 누리집(mtrace.go.kr)에서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통해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 조회 가능
※※ 이력번호 신청･표시,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수입산 이력축산물 → 국내산･수입산 이력축산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2.22./12.24./12.26.)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2.27.]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2.26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1건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52건): 파주 19건, 연천 17건, 철원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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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2.27)❙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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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2019.11.01.
2019.11.06.
2119.11.06.
2119.11.06.
2119.11.12.
2119.11.12.
2019.11.20.
2019.11.26.
2019.11.26.
2019.11.26.
2019.11.27.
2019.11.28.
2019.11.28.
2019.11.27.
2019.11.29.
2019.11.30.
2019.12.02.
2019.12.03.
2019.12.04.
2019.12.05.
2019.12.05.
2019.12.04.
2019.12.1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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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2019.11.02.
2019.11.07.
2019.11.07.
2119.11.08.
2119.11.13.
2119.11.13.
2019.11.21.
2019.11.27
2019.11.27
2019.11.27.
2019.11.28.
2019.11.29.
2019.11.29.
2019.11.30.
2019.12.01.
2019.12.03.
2019.12.03.
2019.12.04.
2019.12.05
2019.12.06.
2019.12.06.
2019.12.06.
2019.12.11.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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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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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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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서면 답곡리 849
원남면 진현리 39
원남면 죽대리 167
진동면 하포리 240
원남면 진현리 313
원남면 진현리 18
원남면 진현리 18
원남면 진현리 262
원남면 진현리 80
군내면 정자리 255
진동면 동파리 372
군내면 정자리 93
군내면 정자리 206
군내면 정자리 23
신서면 덕산리 70
군내면 읍내리 511
장단면 거곡리 461
신서면 도신리 산 120
군내면 정자리 572
진동면 하포리 1236
진동면 하포리 1214
갈말읍 신철원리 산5-1
서면 와수리 산 27
신서면 답곡리 804
연천읍 와초리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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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고
양성
DMZ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300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6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2.2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5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3.3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3.3Km)
양성 민통선 외(약 2.7Km)
양성 민통선 외(약 2.0km)
양성 민통선 외(약 1.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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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4
45
46
47
48
49
50
51
52

신고
2019.12.11.
2019.12.11.
2019.12.12.
2019.12.16.
2019.12.18.
2019.12.18.
2019.12.20.
2019.12.23.
2019.12.25.

확진
2019.12.12.
2019.12.13.
2019.12.13.
2019.12.18.
2019.12.19.
2019.12.22.
2019.12.22.
2019.12.24.
2019.12.26.

시도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시군구
연천
연천
철원
파주
연천
파주
파주
연천
연천

주소
신서면 답곡리 산245
신서면 답곡리 1555
갈말읍 상사리 808
진동면 하포리 196
신서면 도밀리 산11
진동면 하포리 산108
군내면 정자리 145
신서면 답곡리 513
신서면 마전리 1084

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민통선 외(약 1.3km)
민통선 외(약 0.27km)
민통선 외(약 2.7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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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4.)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 2019.12.24.] 겨울 철새가 급증,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주변국 발생 등
위험도 증가에 따라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이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지역(16개 시·군)을 연말까지 직접 점검
- (주요 내용) △점검대상…① 철새도래지 차량통제구간, ② 차량 출입이 많은 가금류
도축장, ③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오리농가 등, △조치…현장
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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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이슈 브리프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출처: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2019.11.20일∼21일) 주요 논의 내용,
2019.12.1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이를 유발하는 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등이
주로 논의됨.
- (가격 관련 정책) OECD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개혁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참여국들은
시장가격지지 정책 개선의 어려움과 향후 OECD 연구 방향 등을 토의함.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기후변화·동식물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 농업
부문의 복원력 향상을 주제로 2020년 4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
- (식품시스템 작업계획) △식량안보와 영양,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농촌 지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둘
계획임.
<가격 관련 정책>
❍ 시장가격지지※가 시장 및 무역 왜곡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나 여전히 각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개혁 추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 MPS: market price support, 국내 외 가격 차이로 계산

- 201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가격지지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신흥시장국을 중심
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MPS 감축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OECD의 기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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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관세 부과 등 MPS를 유발하는 정책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직불제 보다
용이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MPS 감축이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고, OECD가
MPS의 특성 및 각국이 MPS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할 것을 요청함.
- 수출국의 MPS와 수입국의 MPS에 대한 별도 분석 필요성, 각국이 MPS를 감축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OECD가 제시 요청,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감축이 MPS를 낮추지
않는 문제 지적, 생산과잉 품목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는 견해 등이 제시됨.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이 2019년 4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농업부문의 복원력
(resilience)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공지함. FAO와의 협력을 통해 본 포럼을 준비할
예정임.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증가, 동식물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 복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주제를 선정했으며, 복원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OECD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계획임.
❍ 일부 회원국은 가격 변동에 따른 복원력 관련 논의도 필요하며, 곡물 외 축산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대해 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 식품시스템이 △식량안보와 영양,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농촌 지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정책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일관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
인바, 향후 후속 연구에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
- 대다수 회원국은 본 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2021년 개최될 예정인
UN 식량 정상회의(UN Food Summit)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작업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WB)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무국은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행 사항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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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보고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분석 국가 범위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분석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임.
- (정책분석틀) 농식품 부문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관련 정책분석틀
(framework)을 2020년까지 개선할 예정임.
- (기후변화) 농식품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함.
- (농업용수) 물 부족 위험, 물 이용과 오남용, 홍수와 가뭄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무역) 위생 및 검역 조치(SPS)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TBT) 조치가 무역
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항생제내성)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optimizing anti-microbial use)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함.
- (농업전망)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충격 요소와 각국 정책변화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함.
<기타>
❍ 사무국은 2020년 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최되며,
농업부문에서는 물, 식품 손실 및 낭비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 OECD, 민간 컨설팅 그룹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참여하며, OECD는 그간의 농업 분야 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기여할 예정임.
❍ 독일은 식품 및 농업 관련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Food and Agriculture,
GFFA)이 2020.1.16~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무역 관련 주제로 개최될 것임.

- 32 -

⎗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Food Insecurity Among Children
Has Declined Overall But Remains High for Some Groups”(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아동 식품 미보장(food security among children) 현황
❍ [추정방법] 미국 아동 대상 식품 미보장※은 매년 식품보장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의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며, 가구 내 아동이 있는 성인 응답자에게
식품 관련 8가지 질문 사항을 질문하게 됨.

※ 미국 내 아동의 식품 빈곤이나 배고픔에 대한 미보장 문제

- 2018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11.9%는 저소득으로 인해 식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낮은 식품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0.4%는 아동의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는 아동의 하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아동 식품 미보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3,760만 가구 중에서 86.1%는 식품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13.9%에 해당하는 가구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7.1%에 해당하는 270만 가구는 아동과 성인 모두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고
0.6%에 해당하는 22만 가구에서는 아동이 매우 낮은 식품 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가구 내 식품 미보장률은 13.9%로 2017년 15.7%보다 낮아졌으며,
1998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혼모 가구 내 아동의 15.9%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였으며 흑인,
비히스페닉 성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 아동의 14.8%가 평균적인 식품 미보장률보다
높음.
-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연방빈곤기준보다 못한 소득을 가진
가구 중 21.9%는 아동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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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 통계청, 2018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Total agricultural output in the
EU up by 0.6% in 2018”(2019.11.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 2018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
❍ 2018년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4,343억 유로로 나타났음.
2018년 농업생산액의 58.2%(2,526억 유로)는 중간재 소비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총부가가치액※은 41.8%(1,817억 유로)의 비중을 차지했음.

※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농업생산액에서 중간재소비액(투입 비용)을 제한 값임.

-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하였으나 중간재 소비가 크게 증가※
(3.8%)하여 총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감소(-3.5%)하였음.

※ 중간재 소비액(투입 비용) 중 비료, 토양개량제, 작물보호제 사용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및 윤활유 소비는 8.7% 증가했고, 가축 사료 역시 6% 증가했음.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중간재소비액, 부가가치액(십 억 유로)❙

❍ 2018년 농업생산액은 17개 회원국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나머지 11개국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베니아(17.9%)이며, 다음으로
루마니아(8.0%), 크로아티아(5.9%) 순이었음.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농업생산액이
각각 8.9%, 8.8% 감소했음.
- 농업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증가했으나, 독일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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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축산업 생산액 감소(전년 대비 2.4%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있음.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우유·쇠고기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각각 7.4%, 3.2%,
1.0% 하락하였음.

※ 축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가격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음. 품목별로는 와인(23.7%), 포도
(14.2%), 옥수수(11.6%), 감자(8.8%), 과일(7.7%) 생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 재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격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연합 회원국별 농업 총생산액과 구성요소 변화율(2018년)❙

국가
유럽연합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2018 농업생산액
(십억 유로) 농업생산액(%)
434.3
0.6
8.2
-2.3
4.3
2.6
5.3
4.0
10.1
-8.9
52.7
-6.3
0.9
-3.0
8.6
2.0
10.9
-2.9
52.2
3.0
77.2
5.6
2.3
5.9
56.9
3.0
0.7
1.2
1.3
-6.0
2.9
-7.4
0.4
1.3
8.4
0.6
0.1
0.2
28.2
-2.7
7.4
1.2
25
-2.4
7.7
0.7
18.6
8.0
1.4
17.9
2.3
-3.0
4.4
2.8
5.9
-8.8
29.8
1.2

주: 결측치가 있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었음.

변화율(2016년 대비)
재배업(%)
2.7
0.2
3.7
4.8
-10.1
-8.8
-5.4
14.6
-3.6
5.0
9.5
11.9
6.9
-2.2
-12.2
-9.0
7.2
0.4
-2.9
0.5
3.8
-6.5
1.3
12.9
35.5
-2.8
6.5
-1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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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2.4
-4.3
0.6
3.1
-9.5
-5.0
-8.4
-2.7
-1.4
0.0
-1.0
-3.0
-2.8
4.6
-3.3
-2.9
-3.0
0.9
1.8
-7.4
-1.9
1.1
-0.5
-6.5
0.0
-9.4
0.7
-7.3
1.5

농업서비스(%) 부차적 활동(%)
1.9
4.2
1.0
1.0
7.8
-15.8
-1.8
6.3
0.8
2.8
3.9
3.8
41.4
35.2
19.3
-6.2
0.4
4.4
0.0
1.5
21.8
1.8
3.2
0.3
1.4
2.9
-15.7
-18.4
23.8
-14.7
-11.4
7.3
3.7
3.0
-7.3
7.2
-0.9
5.0
7.5
5.8
4.4
-23.8
5.8
1.0
27.7
5.7
2.3
6.8
28.9
2.5
2.5
-3.8
-16.0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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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 일본 수상관저 「農業生産基盤強化プログラム」 (2019.12.10.), 농림수산성 「農業生産
基盤の強化に向けた対応について」(2019.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강화프로그램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회의에서 농업 생산
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일본 농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후계자 부족 및 농지 감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돼지콜레라(CSF), 농산물 무역 정세변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일본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에 11가지 분야의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책정하여 강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 (1. 사령탑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농림수산성에 신설하는 ‘농림수산물·식품수출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출촉진※

※ 수출국의 요구 및 규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산지 형성 및 수출에 맞춘 생산정비 추진, 수출
촉진에 있어 일본의 강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와규 유전자원 및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2. 육우·낙농 생산확대) △높아지는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육우·낙농의 증두·증산 등 환경정비, △생산현장과 연계한 유통개혁 추진
- (3.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수출 및 가공용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채소, 과일, 화훼 등 생산확대※

※ 중소･가족 경영의 경영기반 계승 대책 및 토양관리 대책 추진, 장기저장･냉동 가공･
가열･물류 등 거점 시절 정비 등

- (4. 논 농업 고수익작물로 전환) △생산지에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통한 밭작물
생산, 기술 도입 등으로 고수익작물로 전환, △수요가 있는 보리·대두 생산확대 촉진
- (5. 스마트 기술 현장 도입과 디지털 정책 추진) △드론 및 IC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림수산업 현장 도입 추진(전국 69지구에 도입), △재해지 및 중산간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과수 및 채소, 축산 등으로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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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농 인력 영역확대 및 정착 촉진) △5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연수 지원,
△농촌 지역에서의 신규취농자 수용 체제 내실화
- (7. 중산간 지역 기반 정비 및 활성화) △중산간 지역의 논에 밭작물 재배 및 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생산기반 및 영농시설 등을 정비하여 중산간 지역 특색을
살린 영농 확립, △계단식 논 지역 진흥을 위한 체제 정비 및 경관 복원 지원.
- (8. 식품산업·벤처기업 등과 연계 강화) △식품 관련 사업자와 농업인 협동 촉진,
△수출에 임하는 사업자 및 식품업자 등에 자금 공급 원활화
- (9. 식품유통 합리화) △물류 중계 기지 정비 등에 의한 공동수배송 및 수송 방식
전환 추진, △장기저장 등 식품유통 기술 도입, △통일규격의 수송 자재 등 도입
- (10. 자연재해 대응 강화) △빠른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재해지에 스마트농업
도입, △농업 하우스 강화, 농업 수리시설·산림 정비, 어항(漁港) 내진화 등 농림
어업 인프라에 관한 방재·감재 추진, △수입보험 이용 확대 등 재해 대비 강화
- (11. CSF(돼지콜레라)·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대응 강화) △농장 및
지역의 바이오 보안 향상 등 사육 위생관리 강화, △야생 멧돼지 대책 강화,
△사육돈 백신 접종 확대, △물가 검역체제 강화, △ASF 감시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검토

언론 동향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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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 확정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
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
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 2020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 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한 2020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427조 1000억 원, 이 금액 중에서
305조 원(71.4%)을 상반기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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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기면 2020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며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

※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2019.12.23일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상정하고도 2건만 처리, 이날
통과가 불발된 예산부수법안 중 주요 법안은 △농업소득보전법(2019.12.27. 통과),
△소재･부품특별법 △주세법, △관세법 등, 특히 농업소득보전법은 내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담고있으며, 이는2020년예산안에편성된2조4000억원
규모의공익형직불제 예산의 근거법

- 이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 실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
❍ 또한, 정부는 2020년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일련의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최소한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더이상 예산배정계획을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
자료: “내년 상반기에 예산 71.4% 배정…2013년 이후 최대”(KBS, 2019.12.24.),
“내년 예산 70% 상반기 집행…총선 전 돈 ‘팍팍’ 푸는 정부”(매일경제,
2019.12.24.), “내년 예산 71.4% ‘305조’ 상반기 투입…SOC·일자리 집중”
(서울신문, 2019.12.24.), “정부, 내년도 슈퍼예산 중 71.4%(305조 원) 상반기에
투입” / “이낙연 “예산부수법안 조속 처리를… 해 넘겨선 안돼””(세계일보,
2019.12.24.), “내년 예산 71.4% 상반기 배정…경기 활성화 뒷받침” / “내년
예산 71.4%, 305조 상반기 배정…경기 활성화 뒷받침(종합)”(연합뉴스, 2019.12.24.),
“내년 상반기 305조 조기집행… 일자리 예산 82% 최우선 배정”(파이낸셜뉴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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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자료 : 통계청(2019.12.23.)

개요
❍ [통계청, 2019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2019.12.23.]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 및 각종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

※ 10a당 생산량을 포본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
❙조사 개요❙
구분

가을배추·무

콩

사과·배

조사 시기

11∼12월 중순

9∼11월

10∼11월

1,114

사과: 566(필지) / 배: 470(필지)

표본수(표본구역) 가을배추: 868 / 가을무: 1,090
조사항목

3㎡당 포기수, 10a당 생산량,
피해 상황 등

6㎡당 건조곡 중량,
피해 상황

재배면적, 생산량,
피해 상황

조사방법

실측 조사

실측 조사

면접 청취 조사

조사 결과
❍ [2019년 가을배추] △생산량…105만 9,925톤(전년 대비 24.5%↓※), △재배면적…1만
968ha(전년 대비 17.6%↓※※), △10a당 생산량…9,664kg(전년 대비 8.4%↓※※※)

※ 재배면적 감소하고, 10a당 생산량도 감소
※※ 정식기(9월) 태풍 및 잦은 강우와 가격 약세
※※※ 태풍 및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기 작황이 부진

- (도별 생산량※) 전남(27만 34톤) ＞ 경북(15만 4,884톤) ＞ 경기(11만 9,551톤) 순

※ 2018년 도별 생산량: 전남(38만 2천 톤) ＞ 경북(18만 2천 톤) ＞ 충북(18만 톤) 순

❍ [2019년 가을무] △생산량…40만 4,804톤(전년 대비 13.3%↓※), △재배면적…5,344ha(전년
대비 12.3%↓※※), △10a당 생산량…7,575kg(전년 대비 1.1%↓※※※)

※ 재배면적 감소하고, 10a당 생산량도 감소
※※ 파종기 가격 약세
※※※ 태풍 및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기 작황이 부진

- (도별 생산량※) 경기(9만 2,621톤) ＞ 전북(7만 9,648톤) ＞ 전남(6만 3,053톤) 순

※ 2018년 도별 생산량: 전북(10만 3천 톤) ＞ 경기(10만 톤) ＞ 전남(8만 1천 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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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콩] △생산량…10만 5,340톤(전년 대비 17.8%↑※), △재배면적…5만 8,537ha
(전년 대비 15.6%↑※※), △10a당 생산량…180kg(전년 대비 1.9%↑※※※)

※ 재배면적 증가하고, 10a당 생산량도 증가
※※ 정부의「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등의 영향
※※※ 파종 후 생육기 기상 상황 양호

- (도별 생산량※) 전북(2만 2,625톤) ＞ 경북(1만 8,855톤) ＞ 충북(1만 5,941톤) 순

※ 2018년 도별 생산량: 경북(1만 7천 톤) ＞ 전북(1만 6천 6백 톤) ＞ 충북(1만 1천 6백 톤) 순

❍ [2019년 사과, 성과수 기준] △생산량…53만 5,324톤(전년 대비 12.6%↑※), △재배면적…
2만 3,911ha(전년 대비 1.3%↑), △10a당 생산량…2,239kg(전년 대비 11.2%↑※※)

※ 재배면적 증가하고, 10a당 생산량도 증가
※※ 전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양호

- (도별 생산량※) 경북(33만 8,085톤) ＞경남(6만 2,136톤) ＞ 충북(5만 2,376톤) 순

※ 2018년 도별 생산량: 경북(31만 5천 톤) ＞ 층북(5만 2천 톤) ＞ 경남(5만 톤) 순

❍ [2019년 배, 성과수 기준] △생산량…20만 732톤(전년 대비 1.2%↓※), △재배면적…
9,074ha(전년 대비 6.3%↓), △10a당 생산량…2,212kg(전년 대비 5.4%↑※※)

※ 재배면적 감소하고, 10a당 생산량은 증가

- (도별 생산량※) 충남(5만 2,597톤) ＞ 전남(5만 582톤) ＞ 경기(3만 3,076톤) 순

※ 2018년 도별 생산량: 충남(5만 3천 톤) ＞ 전남(5만 2천 톤) ＞ 경기(3만 6천 톤) 순
❙연도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추이❙

- 40 -

⎗ 통계·조사

2020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 결과
자료 : 통계청(2019.12.27.)

❍ [통계청, 2020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 결과※ 발표, 2019.12.27.] 2019년 11월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산 마늘, 양파의 재배면적을 예상한
결과이며,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
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 (조사 대상 및 기간)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7만 2천 개 현지조사 / 2019.11.11.～11.30.

- (2020년산 마늘 예상재배면적) 24,604ha~26,558ha, 전년(27,689ha) 대비 4.1%~1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9년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 감소 예상
- (2020년 양파 예상재배면적) 16,209ha~18,318ha, 전년(21,777ha) 대비 15.9%~25.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9년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 감소 예상
❙2020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단위: ha, %)❙
구분
마늘
양파

2019년(A)
27,689
21,777

※ 구간추정은 95% 신뢰도를 적용

2020년(B)
24,604 ~ 26,558
16,209 ~ 18,318

증감(C=B-A)
-3,085 ~ -1,131
-5,568 ~ -3,459

❙연도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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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C/A)
-11.1 ~ -4.1
-25.6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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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결과※ 발표, 2019.12.27.]
2019년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2018년보다 0.1%p 상승한 97.8%※※※로 유통 및 소비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에게 양곡의 품질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 (조사기간): 2019.10.～2019.12월(2개월), (조사대상) 1,141개소, (조사기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 양곡표시제도: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
※※※ 이행률: (2015) 96.5% → (2016) 96.6 → (2017) 97.6 → (2018) 97.7 → (2019) 97.8

- (쌀) △‘미검사’ 표시 금지 의무화※(2018.10.14.) 시행으로 등급 표시율이 2018년
보다 3.9%p가 증가한 96.5%, △업체별…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
표시율이 각각 100%,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6.6%로 2018년보다 2.4%p 상승

※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특･상･보통･등외)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18.10.14일부터‘미검사’ 표시금지를의무화함.
❙양곡표시제도 이행률❙
구분
조사건수
표시건수
이행률(%)

합계

소계

33,055 32,213
32,320 31,479
97.8
97.7

양곡매매업체
대형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노점상
유통
단체
8,934 6,826 2,598 13,180
675
8,923 6,826 2,542 12,775
411
99.9 100.0
97.8 96.9 60.9

양곡가공업체
임도정
소계
RPC
공장
842
638
204
841
638
203
99.9 100.0
99.5

❙쌀 등급표시 현황❙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96.5%
92.6%
52.4%

등급표시 이행
특‧상·보통
93.1%
88.0%
52.4%

미이행
등외
3.4%
4.6%
0%

미검사
2.1%
5.9%
38.0%

미표시
1.4%
1.5%
9.6%

❙쌀 단일품종 표시율❙
적용대상

표시사항

조사건수

표시건수

쌀, 현미

품종(단일)
품종(혼합)

11,312
11,312

4,136
7,176

표시율(%)
2018년
2019년
34.2
36.6
65.8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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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