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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부)
문재인 대통령 외 신년사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19년 「정책 MVP」 선정
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지정
2020년 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친환경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산림청,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언론 동향 ❙ 정부 부처 신년사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부)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30.)

개요
❍ [기획재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9.12.30.] 정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

※ 연 2회(1월･7월), 약 1만 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 (주요 내용) △분야별…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
고용 41건 순, △부처별…기획재정부가 55건, 농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
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순

주요 유형별 정책
❍ [국민건강]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 원 상당)
※※ (기존) 4대 중증질환 ⇢ (확대) 여성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적용

❍ [경제활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및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 친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 원限)

❍ [교육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 (2019.2학기) 고 3학년 ⇢ (2020년) 고 2･3학년으로 확대
※※ (2019년) 290천 원⇢ (2020년) 422천 원, ※※※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 [사회안전]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

※ (기존) 소･돼지 ⇢ (확대) 닭･오리･계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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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0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부 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부)❙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 확대 현행: 소규모
(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020.1.1.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 현행: 4개월 운영

- 개정: 4~6개월 운영
2.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폐쇠 및 영업정지
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
근거 마련
•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

2020.7.
(잠정)

3.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휴대용 비상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2019.12.31.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

4. 식물병해충 연구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기존의 식물재배자
등의 피해 예방
외 식물병해충을 조사·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하여 신고대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
되는 경우’를 추가

2020.3.11.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2020.8.21.

6.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통합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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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

⎗ 정책동향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7.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 자연재해,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농가의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신규 5품목: 팥, 살구,
피해를 보험 원리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시금치, 보리, 호두)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50%
→ 70%)

2020.2.
(잠정)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짧은 거치기간(3년)으로 신규 창업 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금리 2%) 지원조건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 도래에
개선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결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정) 5년 거치 10년 상환

2020.1.1.

9.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까지 확대
• 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
2020.1학기
농업농촌 진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취창업
학년)에서 비농대 재학생(3~4학년)까지 확대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10.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까지 확대

- (현행) 국내산 소·돼지, 수입산 소·돼지
- (개정)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수입산 소·돼지
•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 시 이동
신고 의무 부여
•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
게시)

2020.1.1.

- (현행) 수입산 소·돼지
- (개정) 수입산 소·돼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11.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
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
(2019.2.21. 선고)

2020.7.
(잠정)

12.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 •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지도’ 절차 마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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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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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3.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초기 •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
비용 부담 경감
• (선금) 융자·대출금 상한액을 4,000만 원까지로 확대

2020.1.1.
(잠정)

14.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 •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특히, 대도시) 최소화 및 경영정보
으로 함.
현행화(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15.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지원 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등을 지원 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 • 등록정보와 불일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할 수 있음.
16.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11개조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신설, 6개조 개정)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 (이관 방향)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
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17.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제12항):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 도입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2020.7.1.
(잠정)

2020.7.1.
(잠정)

2020.8.
(잠정)

2020.6.11.

18.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 및 인증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출시를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KS) 도입 및 실시
인증
•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 가능

2020.상

19.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위해 ‘김치의 날’ 지정·홍보로 김치 •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추진
재정립

2020.하

20.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신·변종 작물 •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바이러스, 병해충의 증가로 생산성· 품질
방제 기술개발 등 중점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
대응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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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잠정)

⎗ 정책동향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21.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 융복합 기술 기반의 첨단 농작업기 개발을 • (농기계 산업혁신)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생육데이
통해 농업 노동력 감소 등 주요 농업현안
터를 활용한 무인·자동 생산 기술 개발 및 다중 제어 기반
대응 및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
구축
선점
• (농기계 단기 고도화) 기 개발 기술(농촌진흥청 등) 연계
산업화 제품개발 및 현장 확산,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
한 수입대체

2020.1.1.
(잠정)

22.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 현장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필요성·시급성 등을
구축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고려하여 ‘농식품부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인력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양성 사업으로 차별화

2020.1.1.
(잠정)

23.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 농촌 고령화, 농업생산 불리여건 확대, • 농업시설·기반 환경, 농촌 생활환경, 농업생산환경 3개
수급불안정 등 주요 농업·농촌 현안 및
세부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부·청 공동으로 관련 연구
국민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과학기술
수행 및 지원
기반의 문제해결 요구 증대

2020.1.1.
(잠정)

24.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
가치를 담아 재설정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2020.8.28.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등

25.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2017.12.)」 •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후속조치
관련 기본교육 이수

2020.1.1.

26.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 농산업 현장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지열, 태양열(광) 등을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형 모델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에너지 생산·
생산·소비 기술개발
소비 모델을 마련하여 현장에 확산
• 농촌에서 생산된 다양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저장·관리기술 개발

27.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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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잠정)

⎗ 정책동향

추진배경

주요 내용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의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
지원을 통해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안전성
지원
개선 지원

시행일

2020.1.

28.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급
사회적 가치 제고
•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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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문재인 대통령 외 신년사
자료 : 청와대(2019.12.30.)·국회(2020.1.1.)
<문재인 대통령 신년 인사 및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2019.12.30.)>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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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
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 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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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2020년 신년사(2020.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
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
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
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
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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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
자료 : 국토교통부(2020.1.2.)

개요
❍ [국토교통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19.12.31.]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
- (주요 내용)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
과제를 도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
- 국토를 가치 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Œ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Ž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

Ⅰ.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Ⅱ. 우수경관 형성·관리

Ⅲ. 경관문화 창출·확산

1.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3.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

5. 국민 경관인식 향상

•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 경관관리 구역, 지구 활성화
•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

• 생활경관 개선사업 추진
• 국가주도 대표경관 형성
• 아름다운 국토경관 선정

• 경관문화 활성화
• 주민 경관교육체계 마련
• 국민인식 조사체계 구축

2. 경관관리 기반 강화

4.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

6. 국민 경관참여 확대

•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
• 경관관리 저변 확대
• 경관관리 기술개발

• 경관자원 발굴조사 지원
• 경관관리 수준 진단
• 국토경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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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수단 다양화
• 경관협정 활성화
• 참여, 제안 체계화

⎗ 정책동향

주요 내용
정책과제 1.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 도시지역 중심의 경관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비도시지역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관심의 등
관련 제도운영을 합리화 추진

❍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연관된 타 계획·제도와 연계하여 총체적 관리강화
- 주요 관리대상은 경관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타 법의 정책과 협업체계 구축
❍ [경관관리 구역·지정 활성화] 집중관리 대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방안 마련

※ 경관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

❍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 경관 심의 기준과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사전검토 제도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경관제도 운영 도모
정책과제 2.

경관관리 기반강화

◈ 경관행정 및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지원하고 미래 사회·도시에 대응하는 기술 및
관리기법 개발 추진

❍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 경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보하여 지역주도 경관관리 확립
❍ [경관관리 저변확대] 주요 경관사업에 경관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역경관
센터※ 설립 등 지원센터 마련을 통해 행정관리 기반 확대

※ 경관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 [경관관리 기술개발] 국토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3차원 경관관리기법 개발,
국토경관 연구개발(R&D) 추진 등 미래사회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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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3.

공공 선도사업 추진

◈ 국민 일상생활 공간과 핵심 기반시설 개선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인식향상을 유도하고
경관관리 우수‧선도 모델 제시

❍ [생활경관 개선사업 추진] 국민 일상공간인 소규모 SOC시설, 주거·교육·상업
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
-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 소규모 마을 개선사업 및 과도하게 설치된 조형물,
방치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경관 다이어트 사업 시행
❍ [국가주도 대표경관 형성] 국가 주도의 핵심 기반시설 개선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책적 실행력 강화 및 확산
❍ [아름다운 국토경관 선정] 국가 차원의 대표경관과 지역의 우수경관 선정하고 홍보
하여 우수경관 형성·관리에 대한 모델 제시
정책과제 4.

국토경관 진단 및 활용

◈ 국토 경관자원조사, 지역별 관리수준 진단 등 기초조사‧평가를 통해 국토경관 관리의 체계화 및
내실화 도모

❍ [경관자원 발굴·조사 지원] 우수한 국토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 자원
조사 시범사업 실시와 지자체 자원조사 지원을 병행
- 제도·정책의 기초 자료인 경관자원 조사가 내실화·정착되도록 조사의 독립적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경관관리 수준진단] 지자체 경관 행정과 지역의 경관자원·관리·인식 등 경관관리
전반에 대한 성과 진단체계 마련
❍ [국토경관 활용] 우수 경관자원이나 지역을 “경관문화도시” 등으로 지정·육성
하여 국가·지역 브랜드화함으로써 관광 명소로 개발
정책과제 5.

국민 경관인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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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흥미롭게 국토경관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인식과
수요를 조사·관리 추진

❍ [경관문화 활성화] 기존 경관의 날, 국토경관헌장의 홍보와 활동을 통해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 개발하여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홍보 콘텐츠(웹툰 등)를
개발하여 국토 경관가치 공유 및 경관관리 방향성 제시
❍ [주민 경관교육체계 마련] 경관활동 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 경관을 형성·관리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민인식 조사체계 구축] 경관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경관
수요를 반영하고자 인식조사체계 구축 및 DB화
정책과제 6.

국민 경관참여 확대

◈ 경관협정, 정책 참여·제안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 형성·관리에 있어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관관리체계 마련

❍ [국민참여 수단 다양화] 국민이 요구하는 국토경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수단 마련
❍ [경관협정 활성화] 공공지원 사업 시행 시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경관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 중심 관리체계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또는 경관국책사업 추진 시 협정과 연계·
검토(가점 부여 등) 및 다양한 협정 지원제도 마련
❍ [참여·제안 체계화] 경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제안 시스템 등을 구축
하여 국토경관의 주체로서 공공적 책임 부여
❍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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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 MVP」 선정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31.)

❍ [기획재정부, 2019년 정책 MVP 선정※ 결과 발표, 2019.12.31.] 기획재정부는
2019.12.31일 국민이 뽑은 2019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올해 「정책 MVP」는 총 34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서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

※ 2019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
기자단 등 총 1,267명이 참여
※※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
※※※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분야별 선정 결과❙

분야

선정 기준

정책명 및 내용
• (으뜸상) 미래대비 선제적 투자, 확장적 재정정책

- 2년 연속 9%대 총지출 증가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뒷받침
MVP

종합 우수 정책

• (버금상) 범부처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

-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범정부 ‘인구정책TF’
활동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Adaptability) 강화방안을 마련
참신상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으로 추진한 정책

• 더 맛있는 술을 위한 50년 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탁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여 다양한 고품질 술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후생) 확대
•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미인상

홍보가 잘 되어 많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2019년 추경 및 2020년 투자
규모 2배 이상 확대, 지속적 투자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소재·부품·장비·경쟁력 위원회 출범
등 추진
• 외평채: 세계 최초 정부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역대 최저금리 발행

그림자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

도전상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

- 세계 최초로 정부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최적 타이밍 포착과
전략 수립으로 역대 최저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 확인 및 국내 기업 등의 외화차입 비용 절감
• e나라도움, 보조금 부정수급 21억 원 적발

- 지난 1년간 집행된 보조사업(2018.7월~2019.6월)을 대상으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21억 원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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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30.)

개요
❍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2.30.] 정부는 2019.12.30일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2019.12.23일, 12.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 예산부수법안(12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
세법, FTA관세법
※ 2019.12.10일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은 12.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주요 수정 내용
❍ [국세기본법]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 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 의제※

※ (부대의견) 국회는 동 세제지원이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한정하는 세제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기법 부칙 §1)
현행(정부안 없음)
<신설>

수정안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 2020.1.1. → 2022.2.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 수정이유: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와 일치

❍ [국세징수법]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 강화(체납액 1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 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 [상속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

※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 100% 공제 (공제한도) 5억 원 → 6억 원
※※ 7년간(사후관리 기간) 연평균 100% 이상 + 연간 80% 이상
※※※ 4년간 자율 지정 +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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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적용(2021년 시행)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제조
키트)을「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 (현행)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개정)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
키트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관세법]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 및 세관이 입국장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 또는
입국장 면세점(기도입) 확대 검토

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지정
자료 : 환경부(2020.1.2.)

❍ [환경부, 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금천·영등포·동작구) 지정
확정, 2020.1.2.] 서울특별시가 2019.1.2일 전국에서 최초로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
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 구역을 말함.

- (주요 내용)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2019.1월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
- (향후 계획)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0.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
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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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자료 : 환경부(2020.1.2.)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2019년 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2020.1.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20.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하여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예비저감조치: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함.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발령기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충족 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2018.11.)
- (주요 내용)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조정,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
※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
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2월～
2020.3월)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
- (향후 계획)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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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3.)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2020.1.3.]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
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019.1.2일부터 운영

※ 2019.12.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 (구성)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명)으로 구성

※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역할)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
- (향후 일정) 추진단 발족(2020.1.2.~)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까지 운영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2020.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2020.5.1.) 이전인 2020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
-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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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0.)

❍ [농식품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2019.12.30.]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189,960원/80kg)에 따라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65,75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 매입가격은 40kg 포대당
50,560원(37,920원/30kg) 확정

※ 이는 2019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가격(67,050원/40kg)에 비해 1.9%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가격에
비해 20% 높은 수준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2018) 193,560원/80kg → (2019) 189,960원/80kg)

- (주요 내용)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
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
△금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4,498억 원(피해 벼 154억 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 △2019년 계획한 공공비축미곡 35만 톤(공공비축 34, APTERR※※
미곡 1) 매입 완료

※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817억 원(피해 벼 171억 원)을 포함하여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315억 원(피해 벼 325억 원)
※※ APTERR: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단위: 원/ 벼40kg)❙
등급
포대벼
산물벼

특등
67,920
67,030

1등
65,750
64,860

2등
62,830
61,940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894원/40kg, 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3등
55,930
55,030

❙2019년산 피해 벼 등급별 매입가격❙
등급
40kg 1포대 기준

잠정등외 A
50,560

잠정등외 B
42,150

※ 30kg 포대 기준으로 잠정등외 A는 37,920원, B는 31,610원, C는 2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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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등외 C
33,730

⎗ 정책동향

친환경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1.)

❍ [농식품부, 친환경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019.12.31.] 2020.1.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의무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증명자료 제출(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2018.12.31., 시행 20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
종전

개정

<신설>

⇨

과정명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2년에 1회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 (주요 내용) △2019.7.1일부터 지역 단위의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 △정기적으로 실시
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무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과정에 반영
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

※ 330회에 걸쳐 40천 여명 의무교육 추진 완료(2019.12.24. 기준)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시행(2020.1.1.부터) 개요>

◈ (의무교육 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단체 인증(법인·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
※ 친환경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부터 적용
◈ (교육기관) △당연기관…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기타기관(단체)…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등
◈ (교육과정 및 내용)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이상으로 구성
인증신청 분야
교육 이수과정

유기·무농약 농산물
농산물 과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물 과정

유기가공·취급자
가공 및 취급과정

◈ (교육주기)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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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실시, 2020.1.2.]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20.2월부터 주요 단속방향과 일정은 수입량
증가 및 사회적 이슈 품목과 소비가 급증하는 한약재·건강기능식품 등 시기별로
정기·특별·상시단속※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

※ (정기단속) 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 유통성수품 위주 단속 / (특별단속) 수입급증･사
회적 이슈 및 관심품목 집중 단속 / (상시단속) 2019년 적발 상위품목 위주의 취약업
체 중심으로 단속

- (주요 내용) △기간…2020.1.2.~1.23.(22일간), △대상…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 등, △점검인원…500개 반 4,000명 / 업체 수:
12,000개소, △대상품목…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
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 중점 단속

산림청,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자료 : 산림청(2019.12.30.)

❍ [산림청,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 2019.12.30.] 산림청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
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

※ 20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주요 내용)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1.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

※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 무[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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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1.)

❍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 개정·공포, 2019.12.31.]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12.31일 개정·공포되어 2020.1.1일부터 시행
- (개정 목적) 이번 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구분

주요 개정내용

축산법 시행령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10~500만 원 → 50~1,000만 원)
• ‘수정사 교육’,‘'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수정사교육) 가축개량기관, (허가자 등 점검) 축산환경관리원

•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 및 수정사 교육대상 구체화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서류※ 추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법 시행규칙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등
※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 농약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
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실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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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1./2020.1.2.)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취약지역 방역현장 점검, 2019.12.3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에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취약지역 방역현장을 연
이어 점검
- (주요 내용)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차량통제, 소독실태 등
점검,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고 세심한 방역관리 당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요 원인인
축산차량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담당자는 추워진 날씨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할 것을 당부

※ (2019.12.31.)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거점소독시설(차관) / (2020.1.2.) 충북 청주 미호천
(식품산업정책실장)
※※ 2019년 1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182만 수가 전국에 서식 중
※※※ 2019년 10월 1일 이후, 8개 시･도에서 18건의 H5형 항원 검출
❍ [농식품부, 충남 서산(간월호)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20.1.2.] 충남 서산시(간월호)에서 2019.12.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
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2020.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
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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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스마트팜 확산ㆍ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등
이슈 브리프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제95호, 2019.12.30.)를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ICT와 로봇 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확산·보급되고 있음.

※ (협의의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
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
※ (광의의 스마트팜) 농업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 소비 및 농촌 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모델을 의미

-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의 확산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시설원예, 과수, 축산) 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선진국 사례와 같이
자국의 농업 특성에 맞는 모델 확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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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정책의 프로세스는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의 생산·
유통·소비단계별로 연구개발, 실증단계를 거쳐 확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팜의 세대구분에 따라 현재 1세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2세대 수준, 2040년
에는 3세대 수준 스마트팜을 상용할 전망임.
-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확산·보급 및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들 사업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스마트팜 세대구분 및 상용 전망❙
구분
상용화시기

주요기능

원격 시설제어

정밀 생육관리

3세대
2040년
지속가능성 향상 ‘누구나
고생산·고품질’
전주기 지능·자동관리

핵심정보

환경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생산정보

핵심기술

통신기술

의사결정/제어

사람/사람

사람/컴퓨터

컴퓨터/로봇

대표 예시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농장

목표효과

1세대
현재

2세대
2030년

편의성 향상 ‘좀 더 편하게’ 생산성 향상 ‘덜 투입, 더 많이’

통신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통신기술,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자료: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도약의 날개를 달다!-『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통과, 2021년부터7년간3,867억원투자-」, 2019.10.29.,p.7.
❍ [추진 목표]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농업분야별 스마트팜 보급목표를 아래와 같이
추진 중임.
- (시설원예분야) 첨단수출형, 연동복합형, 단동간편형으로 구분하여 2017년 4,000ha
에서 2022년 약 7,000ha 보급
- (축산분야) 주요 축종(양돈, 양계, 한우, 낙농) 전업 농가 23,000호의 25%인 5,750호에
2022년까지 스마트 축사를 보급
- (지원분야) 시설원예, 과수, 축산의 3개 분야이며, 지원대상은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 [사업 예산] 2015년 이후 농식품부 스마트팜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64억
7백만 원에서 2019년 1,890억 2천 7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스마트팜 확산사업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81.6%에서
2019년 59.2%로 22.4%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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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결과] 농업 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표사업은 ICT 융복합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시설원예농업의 스마트온실, 축산업 분야의 스마트축사 확산·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스마트 팜 보급사업 현황 및 성과❙
2013
2019 2022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전
(목표) (목표)
시설원예
스마트온실 면적(ha)
345
405
769 1,912 4,010 4,900 5,017 7,000
축산 스마트축사 보급 농가수(호)
23
181
430
801 1,425 2,150 5,750
예산(백만 원)
21,555 4,2360 5,9275 63,256 11,1858
구분(누계)

주: 2014～2017년 사업명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18년 이후는 스마트 축사 확산사업임.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2019.11.25.; 농식품부 보도자료,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2020년 예산안 2,477억 원
편성」, 2019.9.4.를 재정리함.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019년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4개 지역이 선정되어 조성 중이며, 핵심시설인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2019~2021년 조성될 계획으로 아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초기 단계임.
- 스마트팜 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2014~2018년),
KIST의 스마트팜 솔루션(Smart Farm Solution, SFS) 융합연구단(2015~2018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2020~2029년)을 추진할
계획임.
-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이 필요한데, 지난
2018년 스마트팜에 활용되는 기자재 22종을 ‘KS 국가표준’으로 제정·등록함.
- 스마트팜 기업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익산 토마토 농장, 김제 파프리카 농장,
천안 양돈 농장 등을 스마트팜 선도사업 성공 사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기기·장비산업은 중소기업이, 유통은 대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해외사례>
❍ 농업의 스마트화는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방안의 하나로 각국의 농업 환경과 구조,
전략품목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형 농업 또는 정보통신 민간기업, 식물공장
등 첨단기술에 관심 있는 대기업의 참여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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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의 정책적 참여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적 참여형은 일본과 한국,
기업참여형은 미국과 네덜란드임.
-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 농업현장 문제 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과 모델을 산업화하고
있음.
❙주요국 해외사례❙
국가

주요 내용
• 일본은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한 생력화(省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2001년 e-Japan 전략, 2004년 u-Japan 전략을 거치면서 농업·ICT 융합 기반을 마련
하고, 2011년 i-Japan 전략에서 농업을 6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본격화함.
• 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 등 국가 기관에서는 저비용 생산기술을 확립하거나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클라우드 사업이 채택
되어 있음.

 일본

- Smartagri 시스템, 영농정보관리시스템(Fram Management System, FARMS)29) 등이
대표사례이며, 그 외 영상·센서 기술 기반의 무인감시시스템, 착유 로봇 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 중임.
- ‘SIP(전략적 이노베이션참조) 프로그램’에서는 원격탐사를 활용해 대규모 농장관리, 기상
재해 방지, 관배수 자동화 기술을, ‘로봇기술 도입 실증사업’에서는 자율주행 농기계,
수확 및 운반 자동화 기계, 스마트 시설원예 시스템 등을 영농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지원
하고 있음.
•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 있음.
- 쿠보다(Kubota),30) 얀마(Yanmar), 이세키농기(井関農機) 등 일본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스마트 농기계(트랙터, 헬기, 이양기 등) 개발을 촉진 중이며, 후지쯔, NEC, IBM, NTT 등
대기업들이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지드림
(VEGi-Dream), 도시바, 샤프, 일본전기주식회사(NEC), NTT 등 기업들은 스마트농업 및
식물공장 사업을 추진 중임.

 미국

• 미국은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융복합 병해충 및 질병진단기술, 로봇 활용 분야, 농산물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및 품질관리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28 -

⎗ 아젠다 발굴

국가

주요 내용
•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로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형 트랙터와 농작업기, 작물 및 해충 관리를 위해 나뭇잎·토양 샘플 등을 자동수집하는
로봇, 상이한 지형과 토양 조건에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농업
로봇 플랫폼 개발, ‘로봇-인간’ 및 ‘로봇-환경’ 인터페이스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노지농업분야 스마트팜은 미국 샐러드 채소의 80%를 생산하는 살리나스(Salinas)밸리
사례가 있음.
- 실리콘밸리의 첨단 ICT기술을 접목하여 생육 환경이 센서를 통해 자동 모니터링되고, 무인
농업로 봇(드론)을 개발하여 농사에 활용함.
•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하고 있음.
- John Deere, AGCO 등 글로벌 기업들이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GPS가이던스
자동조향 등 기술이 농가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인 ICT 기업인 구글의 경우 농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종자, 비료, 농약 살포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EU)의 농업성장전략은 최소투입 최대산출을 핵심가치로 생산성 중심 농업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강력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은 이러한 농업 혁신을
위한 전환방안 중의 하나임.
- EU 스마트농업 혁신정책은 내용적으로는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의 최적화 농업으로의 전환을,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데이터, 로봇 등 비농업 영역 기술의 도입을, 방법론적
으로는 경계와 영역을 넘는 다양한 주체 간의 개방형 협력 및 혁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유럽혁신파트너십(EIP;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이 도입되었으며,
5개 영역 중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에 관한 유럽혁신파트너십
(EIP-AGRI; EIPon the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2012년 발족)’이
조직되었음.

 유럽연합
(EU)

- EIP-AGRI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연구(research, laboratory)와 현장
(practice, field)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빠른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선형적 혁신모델(linear innovation model)을 지양하고, 상호학습을 통한 혁신
모델(interactive innovation model)을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등과 같은 현장 주체들의 참여를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을 보면,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 곡물 및 축산 분야 정밀농업을 실현할 농업로봇 및 농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ICT-Agri’ 프로젝트, 스마트팜의 경영과 운영관리, 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Smart
Agri-Food’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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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 네덜란드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축산물과 화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는데,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온실이 유리 온실인 덕에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쉽게 적용하고 최신
설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프리바와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전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음.
• 네덜란드는 온실용 환경제어기술의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완전제어형 친환경 식물공장
상용화분야와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1990년 이전까지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이후 에너지와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용수와 토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네덜란드

- 이를 위해 ‘과학기술 농업’을 표방하고 정부 주도 아래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그 결과 현재 네덜란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력이라고 할 수준으로
첨단화되어 ‘창조농업의 본산’으로 불리는데, ICT와 로봇공학을 적극적으로 농업 경영에
도입하여 농업 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CT 기술융합을 꾀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농업 ICT 융합 R&D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정밀화 사업(Programma
Precisie Lanbouw, 이하 PPL)임.
- 2010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민·관 공동 출자에 기반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프로젝트를 추진함.
- PPL은 민관 파트너십형 사업을 통하여 농업의 정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6년 연속 1호 문건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부각시키며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 2015년 ‘인터넷 플러스’ 정책과 2016년 ‘전국농업현대화계획(全国农业现代化规
划)(2016-2020년)’을 발표,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을 강조하였으며, 리커창
총리는 2018년 3월 업무보고 중 ‘농업 분야에서 공급 측 개혁을 위해 인터넷 농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국영농장에 선진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중국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임.
- 중국 스마트 농업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4.3% 성장, 2020년에 26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업선진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미국, 네덜란드 등의 생산시설, 첨단기술들을
소규모의 농업생산기반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이 많은 우리나라에 확산·보급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이에
맞춘 핵심기술의 수요 개발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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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네덜란드의 첨단 유리 온실을 국내에 보급하고자 했던 지원사업들이
자본의 과다 투입과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참여 농가가 파산하는 등 확산되지
못한 전례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밀농업을 비롯한 농업의 스마트화 기술, 농업과의 ICT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농업정책, 농업 구조, 농업계의 수요 및 자연·기후·
지역적 특성, 전략 농산물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및 결론>
❍ [문제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 부족, △단순한 양적 확산·
보급 목표와 성과관리 체계 미흡,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 △유통·소비단계까지 고려된 생산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부족, △기술 및 장비의 낮은 기술수준 및 표준화 미비, △낮은 기술 수준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기관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경험 부족
❍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확산보급사업의 추진목적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품목별·농업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보급,
지능형 농기계 보급, 자동화 기기장비 보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책대상과 우선
순위 품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대상작목을 기존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의 정책사업
위주에서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산업, 특용작물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한 법률 근거가 미비하므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농업 관련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기술 중
심의 하향식TOT(Transfer-Of-Technology) 모델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현장과의 상호학습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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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이 ‘기술개발-보급확산-산업화’가 분절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및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 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
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함.
❍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팜 및 융복합 기술을 전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함.
- 스마트팜은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농업이 될 수 있으므로 면세유, 농사용
전기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인 농생명 에너지 자원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사용 전기사용료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농업용 면세유 혜택 축소 논의와 함께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ICT 융복합과 자동화 기술로 가시적인 농업기술 발전은 이룰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혁신 방향이 되어야 함.
❍ 1990년대 유리 온실 도입과 같이 농업 수출국이 대다수인 농업기술 선진국의 첨단
기술만을 확대·보급해 실패한 경험을 답습하지 않도록 농업의 스마트화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NRAS 현안분석]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http://www.nars.go.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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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2019.1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 미국 농장은 대부분 가업을 통해 이루어져 있음. 미국 농가의 98%는 가족 농장이며,
총 농업생산의 88%를 차지함.
❍ 소규모 가족 농장은 전체 농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전체 농경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농업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대규모 가족 농장이 차지하며, 그 비중은 46%임.
❍ 일반적으로 미국 농가는 낮은 소득이나 낮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2018년 농가소득의 중간값은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높지만 미국 자영업자
소득의 중간값보다는 낮음.
- 미국 농가의 43%는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낮음.
-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소규모나 중간규모의 농가에 중요
하게 작용함.
❍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정부 직불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농가에 지급됨.
-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곡물 면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 은퇴자, 농외 직업, 매출이 낮은 농가에 지급됨.
- 정부 직불금은 15만 달러 이상의 농가총소득(gross cash farm income)을 받는 가족
농장에 지급됨.
-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농가는 정부 직불금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지
가격이나 지대의 변화에 민감한 환경보전프로그램에 비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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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 IEG Policy가 발표한 “OUTLOOK 2020: Post-2021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19.12.2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0월 현 공동농업정책(2014-2020)을 2021년까지 연장 시행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지난 2018년 6월에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2021-2027)은 2021년이 아닌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
❍ 루마니아(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상반기 의장국)는 임기 말까지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합의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였음. 핀란드(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하반기 의장국) 역시 2019년 말까지 합의 도출에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2021-2027년 중기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 입장이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 관련 논의 또한 지연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연장 시행 법안은 다음 두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연성 제안; flexibility proposal) 예산 규정들과 제1축과 제2축 예산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사회 내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와 유럽의회 농업위원회(AGRI Committee)가 이미 집행위 초안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0년 1월 중 채택할 것으로 보임.
- (과도기 제안, transitional proposal) 공동농업정책 농가 지원책의 연속성을 보장
하고,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과도기
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회 의원들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연장 시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다수 의회 의원들은 예산 결정이 늦어지고 브렉
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22년 개혁안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장기적 농정 비전 구상에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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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 일본 농림수산성 「2019年農業技術10大ニュース」の選定について」(2019.1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 최근 1년 동안 기사화된 민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농림수산 연구 중 내용이
우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10가지 과제를 농업기술 클럽(농업 관계
전문 일간지 등 28개 회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함.
❙일본 농림수산성 2019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구분

주요 내용

• 도쿄농공대학, 도야마현, 주식회사 사타케, 아키타현립대학 및 신슈대학은
볍씨를 미리 건조할 경우 고온내성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
1. 볍씨
• 통상보다 5℃ 높은 온도에서 온탕소독할 경우 발아 능력이 유지되면서 키다리병
온탕소독 기술
(ばか苗病), 도열병(いもち病), 세균성 곡물 부패(もみ枯細菌病) 등에 대하여
개발
농약처리와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자소독기술 개발

• 약제 효과가 없는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농약 사용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병해충 방제

• 국립사세보공업고등전문학교는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전기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
2. 왕우렁이
전기로 포획 • 이를 이용하여 논에 설치한 전극 주변에 왕우렁이를 유인·포획할 수 있는 것을
실증, 포획한 개체는 단시간 초음파조사로 사멸시킬 수 있음을 확인
초음파로 퇴치
•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왕우렁이를 구제하는 기술개발로 기대됨.
3. 박쥐
초음파로
하우스에 나방
침입 억제

4. ICT 활용
자동 배수
관리시스템
스마트 농업

• 농연기구, 도호쿠가쿠인대학 및 JRCS주식회사는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모방한
인공 초음파로 나방을 쫓아내는 장치 개발
• 딸기 하우스 창가에 설치하여 나방이 활동하는 시간에 초음파를 발생시킨 결과
하우스 내에 나방 침입이 감소, 산란 수를 90% 이상 억제하는 데 성공하여
해충 관리용 농약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국립연구개발법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이하 농연기구)는 ICT를 활용
하여 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리 시스템 개발
• 필요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배수 작업 노동력을 줄이고
관리비 감소(전기요금 등) 및 절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고치현, 후지쓰 주식회사, Nextremer는 출하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과채류의
출하량 및 품질, 향후 출하 예측 등을 스마트폰 등에서 관리 및 공유 가능한
5. AI로 과채류
‘고치현 원예품 생산 예측 시스템’ 개발
생산량 예측
• 영농지도 고도화, 재배개선, 대규모 예약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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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농연기구, 주식회사 나카지마제작소, 가가와대학 등의 연구 그룹은 중규모
6. 중규모
양돈가를 위해 저렴한 소형 돈사 세척용 로봇 개발
농가를 위한
저렴한 소형 • 로봇을 활용하여 돈사 세정 시간을 기존의 3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
돈사세척 로봇
이를 통해 보다 꼼꼼한 세정, 소독을 통해 질병 리스크 감소가 기대됨.
• 가고시마현, 마쓰모토 기공주식회사 및 일본계기 가고시마 제작소는 차 수확
작업을 자동화 무인 차 수확기를 개발하여 수주 판매 개시

7. AI 활용
무인 차(茶) • 차 나무의 위치를 AI로 인식하여 차 수확 작업을 자동, 고정밀도로 수행하며
수확기계 개발
옆 이랑으로 이동 시 무인으로 가능하고, 노동력 절감 및 악천후에도 작업이
가능해 효율성 향상 및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립종합연구기구·농업연구본부축산시험장, 도호쿠
대학, 홋카이도히가시농업공제조합 및 후소제약의 연구 그룹
•
8. 소 백혈병
새로운 제어법,
항바이러스
•
효과 확인
동물 위생

유효한 백신 및 치료법이 없는 소 백혈병에 대해, 체내에서 분비되는 생리
활성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등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관여
하는 것을 해명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이나 단백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약을 병용하는 것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소 백혈병 바이러스 고도감염 바이러스양을 줄이는 데
성공

• 소 백혈병을 포함한 소 난치성 질병에 대한 신규제어법에 응용이 기대됨.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는 우유를 핵자기공명장치(NMR)로 계측하여 유방염을
조기진단 하는 방법을 발견

9. 소의
유방염 신규 • 우유에 포함된 미립자의 표면적(비표면적)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유방염
조기진단 방법
우유는 비표면적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
발견
•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유방염이라도 조기발견
가능하여 피해 억제에 공헌할 것이 기대됨.
10. 새로운 육종 기술
---------벼에서 꽃을 크게 만드는
유전자 발견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 오카야마현 농림종합센터 생물 과학 연구소는 벼에서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에 강하며 꽃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유전자 BSR2 발견
• 향후 BSR2 유전자를 통해 문고병의 새로운 방제방법 개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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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정부 부처 신년사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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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신년사 주요 동향
❍ 각 정부 부처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우선순위, 나아가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2020년 경자(庚子)년 신년사에는 ‘불평
등 해소’, ‘경기회복’, ‘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
<불평등 해소>
❍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21세기에 들어와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한 ‘세습자본주의’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지원으로 빈곤층
소득은 올라가고, 경기 부진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내려가면서 불평등이 개선이
됐다는 지표는 나오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여전
❍ [이낙연 국무총리] 신년사 화두는 불평등 구조의 개선으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
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그에 따를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소득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사회 포용기반을 촘촘히 하는 노력에
가속화 하겠다”고 언급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허리이면서도 고용 측면
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도 내놓을 예정

※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019.12.3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중점 정책 과제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강조

<경기회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산업, 노동, 재정·공공, 인구 대응, 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의 구조혁신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으며,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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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9년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둔화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하여 연 1.25%로 운용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
<신산업 육성>
❍ 경제부처 장관들은 불평등해소와 경기회복은 결국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대 최고인 257조 원 이상의
수출금융으로 수출의 조기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겠다”, “수출 지원으로 실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도체에 편향된 수출 구조를 바꾸고 올해 대대적으로 편성된 소재·
부품·장비 예산을 바탕으로 중간재 제조업 역량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표명
❍ [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해양바이오, 해양로봇과 스마트
장비 산업 등 해양수산 5대 핵심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2030년
까지 11조 3,0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오션스타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 [농림축산식품부]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스마트팜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을 강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혁신밸리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을
키우는 핵심 시설로 이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할 운동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노지·축산까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스마트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
자료: “홍남기 부총리 “바이오, 미래 먹거리 시장 창출 역점””(데일리팜, 2019.12.30.),
“정부부처 수장들 경자년 3대 키워드…‘불평등 해소·경기회복·신산업 육성’”
(이데일리,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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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2019년 도축장ㆍ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통계·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0.)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발표, 2019.12.30.]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2019.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조사·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가 함께 참여
※※ 도축장(포유류 84개소, 가금류 50개소), 집유장(59개소) 평가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원 등으로 HACCP 운영수준※ 은 전반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작업장※※ 은 감소 추세이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도축장(12개소)·집유장(1개소)은 재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관리

※ 도축장: (2018): 91.6점 → (2019) 90.0, 집유장: (2018) 94.9점 → (2019) 95.2
※※ 재평가 대상 업체수: (2015) 38개 → (2016) 31 → (2017) 21 → (2018) 12 →
(2019) 13
구분

합계

평가 완료
평가
결과

적합
재평가

193
180
(93%)
13
(7%)

소계
134
122
(91%)
12
(9%)

2019년
도축장
포유류
84
81
(96%)
3
(4%)

가금류
50
41
(82%)
9
(18%)

집유장
59
58
(98%)
1
(2%)

- (도축장) 총 134개소 중 122개소(91%)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12개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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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유류 84개소
가금류 50개소

2019년
평균점수
92.1점
87.8점

2018년
보완대상
3개소
9개소

평균점수
92.5점
90.7점

보완대상
9개소
1개소

- (집유장) 총 59개소 중 58개소(98%)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는
1개소(2%)로 평가
구분
집유장 59개소

2019년
평균점수
95.2점

2018년
보완대상
1개소

평균점수
94.9점

보완대상
2개소

- (재평가) 조사·평가에서 보완※ 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집유장※※ 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
관리

※ 기본 요건은 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 관련 검증 및 기록관리 등이 다소 미흡
※※ 재평가 대상 작업장은 감소 추세이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 (2015) 38개 →
(2016) 31 → (2017) 21 → (2018) 12 → (2019) 13
❍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
- (농식품부·소비자단체)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9개소, 최우수 지자체 1개소를 선정※ 하여 시상(농식품부 장관상)

※ 최우수 (3): (포유류)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가금류) 참프레, (집유장) 빙그레
김해집유장
※ 우수 (6): (포유류) 농협목우촌(김제), 농업회사법인 민속엘피씨,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
공판장, (가금류) 마니커 동두천지점,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나주공장, (집유장) 매일유업
광주공장
※ 최우수 지자체(1): 제주특별자치도(동물방역과)
- (소비자단체) HACCP 운용 수준을 향상시킨 도축장·집유장 4개소를 선정※ 하여
시상(소비자단체장상)

※ 발전상 (2):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음성축산물공판장,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 HACCP증진상 (1): 참프레
※ HACCP신진상 (1): 도드람김제에프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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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