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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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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한중 공동연구단, 한중 미세먼지 협력 수행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2019년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2020년 농촌 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 모집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2020년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농산물 분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국 환경농지관리체제 관련 쟁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지역부흥협력대 주요 진로
언론 동향 ❙ 「농업전망 2020」 개최 및 주요 전망 / 2020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주요 동향

▮통계·조사
•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 동향
•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1.)

개요
❍ [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2020.1.21.] 농식품부는 딸기·
포도 중점 육성계획을 포함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 목표 및 전략❙
비전

농업과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농식품 수출

목표

2020년 농식품 수출액 75억 달러 달성(6.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0년 농식품 수출액 2.3% 증가 전망

① 신남방 국가별 마케팅 및 기반조성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② 신북방 인지도 제고 및 물류 인프라 구축
③ 지원체계 구축
① 딸기 등 성장 품목을 스타품목으로 육성

 스타 품목 및 유망품목 육성

추진
과제

② 5대 식품 등 유망품목 초기 지원
① 현장 밀착지원, 통합조직 육성 등 조직화

 농가·업체 조직화 및 맞춤지원

② 수출업체 맞춤지원 강화
①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확대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② 한식 및 한류 문화 연계 마케팅 강화
① 주요품목 실적 밀착관리 및 지원

 성과관리 개선

② 성과평과 도입 등 사업 운영 개선
③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활용 개선

수출
여건

◈ 2020년 세계경제 회복세 속에서 주력시장 경기 둔화, 무역분쟁 등 리스크가 상존하나,
신남방 시장의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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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및 수출 활성화 방안
❍ [수출실적] 2019년 농식품 수출액 전년 대비 1.5% 증가한 70억 3천만 달러 기록
-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 부류에서 전년보다 8.3% 증가한 13억 8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성장 견인
- 인삼류 2009년 1억 달러 달성 후 10년 만에 2억 달러 기록, 김치 7년 만에 1억 달러
재달성, 쌀가공식품 첫 1억 달러 돌파
❍ [수출 활성화 방안] ① ‘스타품목’(딸기·포도) 육성, ② 신남방·신북방 개척,
③ 농가·업체 경쟁력 강화, ④ 해외 유통망 확충 및 마케팅 등
- (품목) 고성장세인 딸기·포도의 생산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시장) 신남방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신선농산물 유통 중점 지원, 신북방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 연계 홍보 및 물류 개선 추진
- (농가·업체) 현장 체감형 기술지원 강화, 신규 통합조직 사업비 지원 확대 등
통합조직 중점 육성, 수출업체 맞춤지원 강화
- (유통·마케팅) 온라인·모바일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마케팅 강화

세부 추진방안
1.

신남방·신북방 중심의 시장 다변화 중점 추진

❍ [신남방] 베트남의 한국 식품 붐을 주변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별 마케팅 및
기반조성 중점 추진
- (주요국) 냉장 운송 지원 및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물류 지원, 신선 판매관 확대
(34매장 → 45), 현지 대형마트 입점·판촉 등 유통 강화
- (기타국) 청년개척단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및 마켓테스트를 지원하고, 현지
컨설팅 등 통관애로 지원 강화(미얀마·캄보디아 등)
☞ (홍보) 박항서 감독 연계 신선 품목 집중 마케팅(2월), 검역해소 품목 초도수출(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 집중 판촉·홍보 추진(11월,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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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북방] 척박한 여건 극복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업계 주요 요구사항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집중
- (마케팅)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유라시아 K-Food 대장정 프로젝트※, 온라인
채널 활용 기획 홍보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 K-Food 홍보원정대가 시베리아철도(TSR)를 이용, 유라시아 주요도시 방문･홍보
- (물류) 극동·중앙아 등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시범 도입 및 거점 지역별 공동
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물류 지원 강화

※ (중앙아･몽골) 공동물류추진단(수출업체･물류업체) 공동 물류운송 플랫폼 구축 /
(극동) 신선품목 수출을 위한 정기선박 냉장운송채널(부산 ↔ 블라디) 구축
❍ 신남방·신북방 전담 부서(aT) 개편, 신북방 수출기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인니
와의 할랄 국제협력 강화 등 지원체계 구축
- 신북방 유통매장 물류표준(적재기준 등) 등 현지 물류현황 및 사업 네트워크 구축
여건 등 조사(2020.상)
2.

스타품목 및 기능성 등 유망품목 중점 육성

❍ 성장세가 높은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집중 육성

※ 수출 규모화 진행 중인 품목 중(1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품목으로 성장이 유망한 품목

- (딸기) 주요 애로인 품종 편중(매향), 기 개발기술 현장적용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마케팅 지원 강화
- (포도) 주력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국가별 품질 수요에 맞춰 생산하도록 재배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조직 중심 기반조성·마케팅 지원
❍ 5대 유망식품, 검역해소품목 등 유망품목 초기 지원 강화
- (유망식품) 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유망식품※ 수출 지원, 특히, 인삼·
곤충식품 등 기능성 식품 전담인력 지정 후 현지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일본 기능성
표시 등록 대행※※ 등 시범 추진

※ ① 맞춤형･특수 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

식품, ④ 수출 식품, ⑤ 친환경 식품
※※ 인용 가능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우선 활용하고, 국내-해외 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수출용 연구결과 도출을 단계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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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식품 성과 및 일본 고령친화식품 사례>
• ‘미래클’ 사업으로 샤인머스켓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포도 수출 성장세 확대에 기여,
당조고추의 일본 기능성식품 등록 완료
•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은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 2013년 1,258억 엔(1조 3,453억 원)에서 2017년 1,480억 엔(1조 5,827억 원)으로 17.6%
성장, 2020년까지 연평균 3%의 성장 예상(야노경제연구소)

- (검역 해소품목) 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 등 검역 해소품목※의 통관 지원, 인지도
제고 등 초기 진출 지원

※ 베트남, 태국, 필리핀, UAE, 중국 등 / 파프리카, 단감 등
3.

수출 조직화 기반 확대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 현장 밀착지원, 통합조직 육성 등 물류비 폐지(2024) 대비 조직화 강화
- (현장 지원단) 통합조직 품목 대상으로 재배법, 수확 후 처리 등 생산부터 해외
정보까지 모든 사항 점검·지도, 애로 해소 추진(1월~)
- (수출 통합조직) 신규 조직은 결성 유도 및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기존 조직은
사업 운영 내실화※※에 집중

※ (지정대상 확대) 법적･행정적 사업수행 여부 검토(2019) → 협회 대상 사업설명(2020.1)
※※ (R&D) 2020년 결성 준비 중인 배 통합조직을 통해 배음료 등 상품개발 추진 검토
❙수출 통합조직 개선 방향❙
구분
신규조직

개선 방향
• 협회 등으로 지정 대상 확대 검토
• 신규 조직 안정화 인센티브 지원

구분
기존조직

개선 방향
• 초보농가 지원 강화
• R&D, 마케팅 등으로 사업비 집행 유도

- (수출협의회) 지원액 한도 상향, 경쟁체제 도입※ 및 마케팅 지원 강화 등으로
수출협의회 활성화

※ (기존) 협의회별 지원액 안분 → (개선) 사업계획･실적 등을 바탕으로 차등 지원 강화
❍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지원 강화
- (바우처) 일정한 규모·역량을 갖춘 내수 식품기업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수출
바우처※ 사업 확대

※ 민간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면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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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제공 시스템) 역량진단에 참여한 수출 기업에게 맞춤형 해외 시장정보※ 및
역량분석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2020)

※ 시장정보(개척MAP): 농식품 수출정보(KATI) 국가･품목 정보 연동
※※ 분석결과: 분야별 역량을 수치･도식화하여 자사의 상대적 강점 등 레포트 제공
- (후속지원) 역량진단 결과 직접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상사
등과 연계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4.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극대화

❍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확대
- (상설관) 신남방·신북방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농식품관’ 확대 및 국가별
온라인 시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판촉 추진
- (역직구몰·O2O) 온라인 B2C 직거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결합 등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신유통 플랫폼 진출 강화
- (SNS) 상품을 보세무역지구(CBT)에 수출하여 현지 SNS 판매상(웨이상) 및 인플루
언서(왕홍)를 통해 홍보·판매하는 등 SNS 유통 확대※

※ 포도･유자차 등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유명 왕홍 초청 생산 현장 팸투어 및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생방송 홍보로 한국식품 전파 강화

- (비즈니스 플랫폼) 온라인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
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한식 및 한류 문화 연계 마케팅 강화
- (한식) 한식진흥원 등과 한식 홍보행사(월드한식페스티벌 등) 연계 마케팅을 추진
하고,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협업 강화
- (전통식품) 명인 연계 홍보, 해외 판촉 지원 확대※ 등으로 전통주·장류·삼계탕
등 전통식품과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지원

※ 국산원료사용 품목 판촉 지원한도 상향 등 추진

- (한류) 해외에선 한류 민간행사(K-con 등) 및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에선 관광객·유학생 대상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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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ood Fair 등 해외 행사개최 시 중소벤처기업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과 연계
※※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 강화
5.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전담자 지정을 통한 주요 품목 밀착관리 및 지원
- (대상 품목) 규모화된 수출 품목(1천만 달러↑) 중 목표 관리가 필요한 품목과
초기 지원이 필요한 5대 유망식품을 주요 품목으로 선정
- (관리) 수출진흥과 각 계에 담당 품목을 배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부진 품목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현재 사업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취득 및 관리 주체 모호
❍ 성과평가 도입 및 사업 조기추진 등 운영체계 개선
- (성과평가·환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 박람회 성과평가※ 체계 신규 도입,
우량 수출기업 선정 우대 등 추진

※ 참가업체 대상 추적조사 등을 통해 바이어 발굴, 현장･사후계약 성과 등 평가
- (사업 조기추진) 사업 수요 파악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조기 완료한 사례 등을 지속
발굴, 연말·연초 사업 공백 완화※

※ 온･오프라인 판촉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수출 성수기
판촉 공백 방지

❍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 및 활용 체계 개선
- (관리) 검역 수요 및 애로 등이 추가된 ‘국가별 교역조건’ 정보 수집 지역을
소규모 신남방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예) 대중국 딸기 검역협상 조기 타결 희망(수곡덕천 영농조합법인, 연말 현장점검 중)
- (활용) 수집된 정보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정책 수립 및 국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비관세장벽 점검회의※’ 개최

※ 농식품부 수출･검역･국제협상･품목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식품부, 금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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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20.1.20.)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0.1.20.]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및 통상정책추진방향,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분야
대응방안 등을 논의

회의안건 주요 내용
안건 1.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및 통상정책추진방향

❍ 정부는 올 한 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대외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
❍ 첫째,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
-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 신남방 국가들과는 지난해 각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고, 인니 수도이전 사업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추진
❍ 둘째, 우리의 수출·경협기반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대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금년 중 완전 타결, 그리고, 한-메르코수르 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
투자 등 양자 FTA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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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국제통상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
❍ 셋째, 금년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만전
-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수출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수출금융 240.5조 원
공급 등 총력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달성
- 해외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발굴-입찰-금융조달-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점을 두고 대응
-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동향 및 파급영향 점검 등도 면밀히 대응
❍ 넷째, G20정상회의, P4G정상회의, 양국간 정상회담, IMF/WB 총회 등 다자회의,
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하여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
-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 준비
안건 2.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고 신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
❍ 그간 북방국가들과의 정상외교, 특히 러시아와는 “9개 다리(nine bridges)※ 행동
계획” 등으로 경제협력의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2020년부터는 실질적 경협
성과를 거두고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

※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

-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여 한러 경협사업의 실행력과
결실을 제고
- 중앙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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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인프라 협력체계 및 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
❍ 특히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일 년 내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2020년 한러 양국 간 경협,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이 심화되도록 최대한 경주
안건 3.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로서 중요한 교역파트너인 동시에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
❍ 동 안건은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양국 경협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을 논의
-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어 교역·투자 협력 고도화하는 물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
-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인프라 분야 등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에서 win-win
가능한 협력기회의 적극적 창출은 물론 환경협력 등 글로벌 리스크 공동대응
에도 적극 협력
❍ 올해 양국 간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도 예정되어 있어 성과 거양을
위한 핵심 어젠다들을 촘촘하게 점검
안건 4.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

❍ 최근 WTO는 회원국의 위생검역(SPS)협정 이행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농·식품에 대한 위생검역·검사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
- 정부는 향후 통상 논의에 대비하고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검역분야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검토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
- 위생평가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검역/검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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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1.20.)

❍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 2020.1.20.]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주례회동 주요 내용>
◈ (국정운영 방향) 정세균 총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
◈ (‘목요 대화’ 운영)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
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목요 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정세균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또한, 규제혁파가 현장
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 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1.17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 창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건의로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 창구를 대한상의에
신설할 예정(2월 중),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추진

한중 공동연구단, 한중 미세먼지 협력 수행
자료 : 환경부(2020.1.22.)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 수행, 2020.1.22.]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지난 3년간 중국 현지의 초미세먼지 특성 연구 및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등 한중 미세먼지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7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 북동부 지역 4개 도시※에 대한 1단계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를 도출

※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지역의 초미세먼지 시료채취 및 주요 화학성분 분석
- 10 -

⎗ 정책동향

- (연구 결과) △베이징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성분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
물질※로 구성되어 비슷한 반면, 베이징의 황산암모늄 조성비※는 11%로 서울보다
약 2배 낮고 유기물질은 44%로 약 1.5배 높아, △질산암모늄은 두 도시 모두
비슷한 조성비(베이징: 22%, 서울: 25%)이나,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22%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

※ 베이징 질산암모늄 22%, 황산암모늄 11%, 유기물질 44%, 지각물질 등 23%
※ 서울 질산암모늄 25%, 황산암모늄 25%, 유기물질 28%, 지각물질 등 22%
※※ 서울(일평균 35㎍/㎥ 초과한 23일, 평균 농도 25㎍/㎥), 베이징(일평균 75㎍/㎥ 초과한
49일, 53㎍/㎥)
- (대응체계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연구단을 중국 현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자료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환경부 등 유관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
※ 2019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중국의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분석하는 등 국내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
- (향후 계획)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는 양국 간 최초의 연구 분야 협력사업이며,
2020년에는 ‘청천 계획’에 따라 지상관측 분석항목 확대, 입체관측 추진 등
공동연구 확대를 협의할 계획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외교부(2020.1.22.)

❍ [외교부,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2020.1.21., 브뤼셀] 2020년 1월 21일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가 개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 확대, 기후변화, 환경, 개발 등 국제사회 가치 및 규범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한-EU 공동위원회: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 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
※※ (참석)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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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 △우리의 신남방·신북방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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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2019년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0.)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결과
❍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나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
❍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
-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
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2018상) 51.3% → (2018하) 71.5% → (2019하) 85.4%
-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

※ 농약 출하량: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
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2017) 16,349개 → (2018) 23,367 → (2019) 26,368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2017) 7,910개 → (2018) 12,735 →
(2019) 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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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
-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

향후 계획
❍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
-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
- 특히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하여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
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
-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절차도 제도화할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
-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 상황을 공유
-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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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0.)

❍ [농식품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2020.1.20.] 농식품부는 2020년 1월 20일
부터 23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114억 원을
설 명절 전 지급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쌀 목표가격이 결정
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주요 내용) △지급단가…2,544원/80kg(170,448원/ha), △지급액…1,114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 17만 원, △인원 및 면적…650천 명, 654천 ha, △쌀값 상승으로 쌀 농업
수입은 2017년산 대비 ha당 187만 원 증가※

※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2018년산 쌀 농가수취금액은 80kg 기준
으로 2017년산보다 27,927원 증가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시도별 지급대상❙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급 대상
인원(명)
면적(ha)
649,833
653,795
128
62
2,059
1,093
3,967
1,450
8,357
10,604
6,123
3,683
1,731
707
5,594
2,625
4,691
2,897

자금 소요액
(천 원)
111,421,987
10,528
186,234
247,048
1,807,311
627,639
120,436
447,416
493,681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급 대상
인원(명)
면적(ha)
68,581
58,476
26,374
26,928
42,863
30,767
109,400
124,220
76,466
109,742
110,231
138,305
113,585
86,502
86,092
55,725
6
9

자금 소요액
(천 원)
9,965,771
4,589,123
5,243,416
21,170,366
18,702,920
23,570,499
14,741,578
9,496,521
1,499

-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5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
<쌀 변동직불금이란?>
•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 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 지급 대상: 쌀고정직불금 지급농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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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자료 : 농촌진흥청(2020.1.20.)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추진, 2020.1.20.]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의 운영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스마트농업 전문
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

※ 스마트농업: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기술

- (주요 내용) △교육대상…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무원 가운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 교육장’,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담당자,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기본교육
※※

과 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핵심 지도인력 양성 및 정예화

※ (2018) 23명 → (2019) 60 → (2020) 100(기본교육 70, 심화과정 30)
※※ (기본과정) △디지털농업의 기본인 환경과 작물생육 정보계측 기술, 센서(감지기)
관리 및 온실설비 점검 등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리장해･병해충 진단 실습,
△환경･양액(작물생육에 꼭 필요한 무기양분을 용해시킨 것)제어, △생육환경
데이터 활용 등으로 구성
※※※ (심화과정) 2018년과 2019년에 양성한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광역단위 기술지원 활동을 포함해 이론･실습･참여 등으로 진행
- (향후 계획)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농촌지도사업을 선도
하고, 교육 후 현업 적용도 등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역량관리를 지원할 계획
<2019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전문가 육성
- (개요) 2~6월, 5회, 3일/회, 60명, 스마트농업 이론·실습
- (효과) 이론·현장 능력 역량지수 (전) 36.0점 → (후) 73.4점
※ 현업적용도: 평균 3.96점(5개 항목 중 능력향상도 4.1)
⇨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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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 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0.)

❍ [농식품부,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2020.1.20.]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

※ 모집기간 및 방법: 2020년 1월 20일(월)～1월 31일(금)까지 농어촌희망재단에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culture@rhof.or.kr)으로 신청(신청･접수(～2020.1.31.) →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2.20.) → 사업대상자 선정(2월 말)

- (주요 내용) △사업규모…(2019) 14개소, 235백만 원 → (2020) 25개소 내외, 420백만 원,
△사업대상자…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아이
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돌봄대상…만 2세~만 5세 아동, △지원내용…
운영비(1천 7백만 원~2천 6백만 원) 및 시설 개보수비(2천만 원), △돌봄시간…
주 2회(토, 일), △운영기간…4~6개월(3월~11월 기간 중, 지역별 농번기에 운영)
- (기대 효과)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 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2020.1.23.]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유통질서를 확립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거짓표시’ 2,396개소(2,806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39백만 원 부과
◈ (대형위반업체) 1톤·1천만 원 이상 대형 위반업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527개소 적발
◈ (품목별 위반 순) 배추김치 23%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등
◈ (업종별 위반 순) 일반음식점 58% 〉식육판매업 9 > 가공업체 7 등
◈ (유형별 거짓표시 순) 중국산 33% 〉미국 12 > 캐나다 3 > 멕시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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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1.20.)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시행, 2020.1.20.]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
- (주요 내용)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 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
비전
목표

과학적 안전과 국민 안심 확보
◈ 식생활환경변화를 반영한 기준·규격 유연성 확보
◈ 기술 가속화에 따른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체계 고도화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1.1.
1.2.
1.3.
1.4.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 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2.1. 새로운 식품 등장과 안전관리기술 개발에 따른 기준·규격 마련
2.2. 생산단위 및 소비단위 변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개선
2.3. 식품등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국제수준 관리체계 확보
2.4. 부정물질과 불량식품, 식품사기 대응 안전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3.1. 주기적 기준·규격 재평가
3.2. 총식이조사
3.3. 유해오염물질 노출량 관리
3.4.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
3.5.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 관리 선진화
3.6. 미생물 위해요소의 선제적 관리 및 규격 평가

 국민소통·안전교육
시스템 강화

4.1. 유해오염물질 정보전달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4.2. 식품등 기준·규격 온·오프라인 교육 활동 강화
4.3. 식품등 규제 정보 DB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주요
전략

취약 인구계층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반 마련
리스크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접객업소 및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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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패턴 변화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

※ (현행) 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 (개편)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 마련
-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 마련
2019년까지

2020년부터

◈ 식품 종류·업종·섭취대상 구분 없이 조리식품에
대해 일반 기준 및 규격만 설정

⇨

◈ 조리식품의 식품종류별·업종별·대상별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에서의 원료별 조리 및 관리 기준,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 등
❍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 증가
-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
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 실시
-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 마련 등
- 재생과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등 마련
2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 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마련

❍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장과 개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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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
단백 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 마련
-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
하는 추세로 바이오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이용･제조 식품첨가물(효소제, 감미료 등)
❍ 식품산업 전문화·분업화 등 식품원료 소비·유통 형태 변화
-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 기준 등 마련
- 맞벌이, 1인 가구 및 외식업 증가로 단순처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 및 품질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 마련
3.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지속
❍ 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선진화
-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
2019년까지

2020년부터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0.03 mg/kg 적용

◈ 축·수산물(동물용의약품, 농약)로 PLS 제도
마련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0.01 mg/kg 적용

4.

⇨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 유해오염물질 정보전달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하고, 식품등 기준·규격 온·오프라인
교육 활동 강화와 DB 구축으로 대국민 정보 제공

※ 검색 서비스, 학술용 자료 제공,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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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20.)

❍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2020.1.20.]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특별 현장점검, 대국민 홍보 등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

※ 특히, 파주･연천･철원･화천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확인, 동유럽(폴란드, 슬로
바키아 등)과 대만 등에서 AI가 계속 발생, 강화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방역태세를 철저히 유지

- (주요 내용) △명절 전·후 전국 축산농가·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농식품부
중앙점검반(30개반)이 설 연휴 전 취약대상 집중 점검※※, △대국민, 축산관계자
대상 홍보 강화※※※

※ 2020.1.23일과 1.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시설,
축산차량, 방역취약대상 청소･소독(대상: 총 약 26만 개소(농장 195천 호, 시설 8.7천
개소, 차량 61천 대, 방역취약 3천 개소)), 농협과 협력하여 2020.1.23일까지 방역용
생석회 6,000포를 가금농가에 공급하고, 양돈농가는 현행 ‘주 단위 공급체계’ 유지
※※ (기간) 2020.1.14.～1.22(9일간) / (대상)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았던 30개 지역
시･군과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등
※※ 축산차량 통제,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
하고 규정 위반사항은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
※※※ (귀성객) 고속도로･터미널･기차역･마을입구 등에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SMS
등 활용하여 농장 방문 자제 등 유의사항 홍보
※※※ (해외여행객) 주요 공항만 12개소 일제 홍보 캠페인, 기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경검역 홍보 강화
※※※ (축산관계자) 리후렛 배포(20만 부), 반상회 회보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외부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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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18./1.21./1.22.)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1.23.]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1월 22일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7건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95건): 파주 38건, 연천 28건, 철원 19건, 화천 10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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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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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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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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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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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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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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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00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6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2.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5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정책동향
구분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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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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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2019.12.28.
2019.12.30.
2019.12.30.
2020.01.02.
2020.01.03.
2020.01.03.
2020.01.04
2020.01.04
2020.01.04
2020.01.06.
2020.01.06.
2020.01.06.
2020.01.07.
2020.01.10.
2020.01.09.
2020.01.10.
2020.01.11.
2020.01.11.
2020.01.11.
2020.01.14.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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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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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2019.12.29.
2019.12.31.
2020.01.01.
2020.01.03.
2020.01.04.
2020.01.05.
2020.01.05
2020.01.05
2020.01.05
2020.01.07.
2020.01.07.
2020.01.08.
2020.01.08.
2020.01.11.
2020.01.11.
2020.01.11.
2020.01.13.
2020.01.13.
2020.01.13.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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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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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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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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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말읍 상사리 808
백학면 석장리 752
신서면 답곡리 산194
군내면 방목리 648
중면 삼곶리 산128
진동면 하포리 산69-1
중면 마거리 산109
왕징면 강서리 산4
왕징면 강서리 산4
신서면 신현리 4
백학면 두일리 산172
장단면 거곡리 685
화천읍 풍산리 산269
중면 중사리 산404
군내면 백연리 산84
진동면 동파리 산76
화천읍 풍산리 산269
화천읍 풍산리 산300
화천읍 풍산리 산269
화천읍 풍산리 산269
장남면 반정리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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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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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민통선 외(약 1.3km)
양성 민통선 외(약 0.27km)
양성 민통선 외(약 2.7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2.6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0.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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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성
민통선 내

⎗ 정책동향
구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신고
2020.01.14.
2020.01.14.
2020.01.14.
2020.01.14.
2020.01.14.
2020.01.14.
2020.01.15.
2020.01.15.
2020.01.15
2020.01.16
2020.01.17
2020.01.16
2020.01.16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2020.01.20

확진
2020.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6.
2020.01.16.
2020.01.16.
2020.01.16.
2020.01.16.
2020.01.17
2020.01.17
2020.01.18
2020.01.18
2020.01.18
2020.01.21
2020.01.21
2020.01.22
2020.01.22
2020.01.22
2020.01.22
2020.01.22
2020.01.22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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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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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장남면 반정리 산111
진동면 동파리 1073
장단면 거곡리 675
군내면 점원리 산181
화천읍 풍산리 산269
화천읍 풍산리 산267
갈말읍 상사리 396-1
갈말읍 상사리 543
장단면 노상리 290
화천읍 풍산리 산77
진동면 동파리 1332
진동면 동파리 114
진동면 동파리 114
화천읍 풍산리 산103
화천읍 풍산리 692-28
진동면 서곡리 산199
진동면 서곡리 산199
진동면 서곡리 862
진동면 서곡리 862
진동면 서곡리 산194
진동면 서곡리 산194
진동면 서곡리 산97

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8km)
민통선 외(약 4.4km)
민통선 외(약 4.4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7.7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8.7km)
민통선 외(약 8.7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20.1.10.): 총 14건>

1)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6일 → (확진) 2019.9.17일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7일 → (확진) 2019.9.18일
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3일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5)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6)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5일 → (확진) 2019.9.25일
7) 인천시 강화군 산삼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5일 → (확진) 2019.9.26일
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6일
9)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7일
1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9일 → (확진) 2019.1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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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0년 다포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
이슈 브리프

2020년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경제
주평 Weekly Report 20-2, 2020.1.1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다보스 포럼※ 개요]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함.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 최근 다보스 포럼은 기술혁명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제50회 다보스 포럼] 올해 50주년을 맞는 다보스 포럼은 2020년 1월 21일~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함.
- 소득 불평등, 사회분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
- ‘국제협력’,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공정경제 및 친환경 경제’, ‘4차 산업
혁명’ 등의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약 350개 이상의 세션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
들이 아이디어 및 의견을 공유
❙최근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구분

2013
(43회)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 25 -

⎗ 아젠다 발굴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 세계의 재편 (Reshaping of the World)
- ‘포괄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리코단코테단코테그룹회장(나이지리아)
크리스 코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부의장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2015
(45회)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분권화된 세계화, 지역 간 갈등
- 글로벌 저성장
- 에너지 헤게모니
- ‘비정상적 통화 정책의 정상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하리 바티아 주빌런드 바티아 회장
캐서린 가렛 얼라인언스 트러스트 대표

2016
(46회)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Revolution)
메이 바라 제너럴모터스 CEO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
티잔 티엄 크레디트 스위스 CEO
- 글로벌 공조 필요 강조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2017
(47회)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 세계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
필요
- 글로벌 경제 활성화, 시장 기반 시스템 구축, 4차 산업
혁명 대비, 국제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안토니오 쿠테헤스 UN 사무총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윈 알라바바 회장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大교수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
- 세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류허 中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류장둥 징둥닷컴(JD.com) 회장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
(Globalization 4.0: Shaping a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국제리더십,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공정
경제, 친환경 경제 발전,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CEO

2014
(44회)

2018
(48회)

2019
(49회)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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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보스 포럼의 7대 주제와 글로벌 리스크>
❍ [1. 미래의 건강; Health Future] 인구 고령화, 건강 보험의 문제점 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의료 산업의 혁신을 통해 인류에 건강한 삶을
제공해야 함.
-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활력있는 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함.
❍ [2. 미래사회와 일자리; Society & Future of Work] 기술혁명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개혁, 평생학습, 재교육 등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은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더 포괄적·화합·생산적인 미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새로운
초·중등 교육 시스템인 ‘교육 4.0(Education 4.0)’ 도입이 필요함.
-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 오늘날의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 [3. 선의를 위한 기술; Tech for Good] 새로운 기술 발달로 인해 인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정책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공지능(AI) 발달로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윤리적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됨.
- 5G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부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수술, 자율
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함.
❍ [4. 지구살리기; How to save the Planet]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친환경 연료와 자연환경 회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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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 나은 비즈니스; better Business] 기업들은 기술혁명으로 변화되고 있는 산업
환경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추구에 따라 변모해야 함.
-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시대는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문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공유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함.
❍ [6. 지정학을 넘어: Beyond Geopolitics]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지속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이 확대됨.
-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경제 실적치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고,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 다자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
❍ [7. 공정경제; Fairer Economics] 전 세계 소득 및 양성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구축해야 함.
- 전 세계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급변하는 첨단기술로
인하여 향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부문 등에서의 양성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공정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8. 2020년 글로벌 리스크]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2020년 글로벌 리스크에는 기상
이변, 자연재해 등 환경 이슈와 데이터 범죄 등 기술 관련 이슈가 상위권에 분포함.
-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하는데 2020년은 주로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에 분포하여 시급성과
심각성이 부각됨.
- 데이터 범죄, 사이버 공격, 정보 인프라 고장 등 기술부문 리스크도 상위권에 선정
되며, 디지털 공간과 관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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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순위

기능성 측면

영향력 측면

1

2015년
인접 국가 간 갈등

2020년
극심한 기상이변

2015년
물 위기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실패

2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전염병 확산

대량살상무기

3
4

국가 거버넌스의 실패
국가 붕괴/위기

자연재해
생태 다양성 소실

대량살상무기
인접 국가 간 갈등

생태 다양성 소실
극심한 기상이변

5

실업/불완전 고용

인공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 실패

물 위기

6

자연재해

데이터 범죄

에너지 가격충격

정보 인프라 고장

7
8

기후변화 대응 실패
물 위기

사이버 공격
물 위기

중요 정보 인프라 고장
재정 위기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9

데이터 범죄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실업/불완전 고용

인공자연재해

10

사이버 공격

자산 버블

생태 다양성 소실/생태계 파괴

전염병 확산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 Report 2015, 2020.
<다보스 포럼의 대안>

❍ [핵심 의제]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d’
- (배경) 최근 국제사회 내 연대가 악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의미)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 및 행동 방식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함.
❍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는 ‘2020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을 통해 6대
핵심 활동 영역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춤.

※ 2020년 다보스의 성명(Davos Manifesto 2020)은 공정한 과제, 부패에 대한 무관용, 행
정적 보수와 인권 존중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중요 이슈를 다루는 비전을 제공

- 1) 생태학(Ecology):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호책을 마련
하기 위한 산업 및 사업의 변화
- 2) 경제(Economy): 장기적으로 부채부담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
- 3) 기술(Technology): 기술전쟁을 피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개하기 위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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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Society): 향후 10년 동안 10억 명의 인구에 새로운 기술과 재교육 기회
제공
- 5) 지정학(Geopolitics):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보스의 정신(Spirit of
Davos)’을 창조, 대화 및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 개최
- 6) 산업(Industry):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형성되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게 지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 증가, 빠른 기술 변화, 정치적
긴장감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기업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2020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자료: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시사점>
❍ 2020년 다보스 포럼은 기존 자본주의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첫째, 글로벌 문제 해결에 주도적 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 내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해야 함.
- 조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보 교환 및 국제사회 문제 해결 참여로 전문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등 영향력 확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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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평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함.
- 또한, 실리 중심 외교 전개와 전략적 경제협력, 사회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공공외교 강화와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함.
- 기존 국제법의 준수 및 이행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 및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법의 성안과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됨.
❍ 둘째,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존 경제, 산업, 금융 등의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형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미래 변화 흐름에 대한 예측과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 비용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과 기술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도출과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함.
❍ 셋째, 지속성장 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해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국내 경기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의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함.
※ 위의 내용은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개최(2020.1.21.~24.) 전
발간(2020.1.17.)된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작성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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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농산물 분야
※ 미국 Farm Policy News의 “U.S., China Sign Phase One Trade Deal-Agricultural
Purchases Included”(2020.1.15)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농산물 분야
❍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3,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거나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함.
-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 중에서 1,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과하던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함.
❍ 중국은 2년간 2천억 규모의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 농산물을 추가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조업 777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임.
❍ 1단계 합의를 통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25억, 19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에 합의하면서 2020년에는 총 농산물 수입액은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2017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238억 달러였으며, 미국산 대두 수입이
가장 컸음.
- 무역갈등이 고조되었던 2018년에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93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미국산 돼지
수입량이 75%까지 늘어났으며, 2019년 12월 중국의 미국산 돼지와 대두 수입은
급격히 증가함.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은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두 선물가격은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증가분은
작을 수 있음.
❍ 미·중 무역 2단계 합의(phase two)는 2020년 12월 31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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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국 환경농지관리체제 관련 쟁점
※ IEG Policy가 발표한 “Five questions for the UK government as it launches
its farm policy gamble”(2020.1.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국 환경농지관리체계 관련 쟁점
❍ 새로운 영국 농업법안이 2020년 1월 16일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테레사 빌리
어스(Theresa Villiers)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올해(2020년) 여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음.
❍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에는 완전 폐지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024년부터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ELMS)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환경적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것임.
❍ 이번 법안은 주로 직불제 폐지와 EU 탈퇴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014-17년 영국 농가 수익 중 직불금 비중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
식품농촌부는 자국 농업인들이 직불제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또한, 농업 지원액 규모를 2024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음.
그러나 현재 의회 임기가 끝나면 2025년부터는 지원액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음.
❍ 2021년에는 기존 수령액이 컸던 농가일수록 수령액 감소율이 클 것※으로 보이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직불제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제시
하지 않고 있음.

※ 3만 파운드 이하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5% 감소, 15만 파운드 이상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25% 감소될 예정임.

❍ 새롭게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농지 규모와 지원액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임. 농업인이 지원액을 자본 투자에 사용할지,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생물다양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경관 개선과 같은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취지는
환영할 만하나 현재 시행 중인 CAP 농촌개발프로그램과 비교 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음. 또한, 농업인들이 실제 수령하게 될
금액 수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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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지역부흥협력대 주요 진로
※ 일본농업신문 「地域おこし協力隊任期後は…６割が赴任地定住 民宿、ジビエで起業も
総務省調べ」(2020.1.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부흥협력대※ 주요 진로

※ 도시에서 농산촌으로 이주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2009년에 총무성이 제도화하였음.
❍ 총무성은 2011년도부터 2년을 주기로 협력대원의 정주 현황을 조사 및 공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9년 3월 말까지의 10년간
지역부흥협력대를 졸업한 4,848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역부흥협력대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중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60%(2,464명)가 활동했던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대원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임기가 끝난 후 활동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2017년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력대원이 농산어촌의 후계자(주요인력)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산촌에서의 주요 진로로는 수렵육 가공 및 농가 민박 등의 창업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정착 후 진로로는 오래된 집을 활용한 카페나 농가 레스토랑 등 음식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이 36%로 지난 조사보다 7%p 증가하였음. 이 밖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예술가, 농가민박 등 숙박업, 수렵육 가공 및 판매, 소매업,
관광업,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의 분야에서 창업함.
- 총무성에 따르면, 창업 증가 요인으로 창업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와 함께 창업을
목표로 협력대원이 된 청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기타 농업법인 및 행정, JA, 관광 등의 분야에서 취업 비율은 43%, 취농 등 농림
어업 종사는 13% 등으로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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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지역부흥협력대원 주요 진로❙
구분

2019년 3월

2017년 3월

888명

314명

음식업 (전통주택 카페, 농가 레스토랑 등)

151명

49명

숙박업 (농가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104명

28명

6차산업 (수렵육 가공 및 판매 등)

79명

11명

소매업 (농작물 통신판매 등)

73명

30명

관광업 (투어 안내, 일본문화체험 등)

51명

21명

마을 조성 지원 (마을 지원, 지역 플랜 수립 지원)

42명

26명

1,060명

510명

120명

64명

농림어업 관련 (농업법인 및 산림조합 등)

86명

43명

지역조성·마을만들기 지원

74명

55명

317명

152명

274명

141명

임업

31명

6명

어업

4명

2명

□ 창업

□ 취업
관광 (여행업, 숙박업 등)

□ 농림어업
농업 (축산업 포함)

언론 동향

「농업전망 2020」 개최 및 주요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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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전망 2020」 개최 및 주요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2월 22일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23회 농업전망 2020’을 개최, ‘2020년 농업 및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2020년 농가소득이 전년(4,265만 원·추정치)보다
5.3% 증가한 4,49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재배작물에 대해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면서 관련 예산을 2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확대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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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올해 5월에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의 전체 소득은 늘어나지만,
심화하는 농촌 고령화와 낮은 소득 증가율로 전체 농업인구는 줄어들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농림ㆍ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
이며,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한편, 2024년까지 귀농ㆍ귀촌 인구 증가로 농가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 이는 농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고령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 농업 특성상 당분간은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
❍ 또한, 2020년 농식품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보다 커 223억 달러(약 25조
8,500억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농산품 수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 특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7.5% 감소하고
곡물ㆍ채소ㆍ과일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농업전망 2020」 주요 전망 내용
□ 2020년 농업생산액 전년과 비슷한 50조 4,380억 원 전망
• 2019년 농업생산액(추정)은 전년보다 0.8% 증가(50조 4,280억 원)
- 쌀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
- 돼지·오리 가격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0.3% 감소
• 2020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30조 5,720억 원
- 쌀·감자 생산액 증가로 곡물류 생산액 전년 대비 1.3% 증가
- 반면, 엽근채소(가을작형) 가격하락과 마늘·양파 생산량 감소로 채소류 생산액 전년보다 3.7% 감소
• 2020년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9조 8,660억 원
- 한육우 0.7%, 돼지 0.2%, 계란 3.8%, 오리 5.3% 증가하나, 닭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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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농가소득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4,500만 원에 근접
• 공익직불제 도입의 효과로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15.2% 증가한 1,144만 원
• 농업총수입 증가, 2018년·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효과 등으로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295만 원
•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2.9%, 1.9% 증가 예상
□ 2020년 농업교역조건 전년보다 소폭 악화 전망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 상승과 노임 및 임차료 상승하여 농업구입가격 전년보다 1.2% 상승 예상
- 투입재비 1.5%, 노임 2.8%, 임차료 1.1% 상승하나, 가축비 1.8% 하락
• 채소·과실 가격 상승으로 농가판매가격 전년보다 0.8% 상승 예상
- 채소 4.5%, 과실 3.2% 상승하나, 곡물 0.6%, 축산물 2.2% 하락
□ 2020년 농가인구 전년보다 감소하나,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 농가인구 전년보다 1.5% 감소한 224만 명, 농가호수 0.7% 감소한 100만 호 예상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전년보다 0.7%p 증가한 46.2%로 고령화 심화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세 이어져 전년보다 1% 증가한 141만 명 예상
-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 2020년에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 이어져
•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전년보다 0.6% 감소하여 각각 158만 ha, 164만 ha 전망
• 농가인구 당 경지면적 전년 대비 1.1% 증가한 70.4a
□ 2020년 가축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전망
• 육계·오리 증가로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1.0% 증가한 196백만 마리
□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수입과일 소비 증가, 곡물·채소 감소 전망
•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수입 과일과 육류 소비는 연평균 각각 1.5%, 0.7% 증가하는 반면,
곡물과 채소는 각각 0.9%, 0.4% 감소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보도자료(2020.1.22.)

자료: “KREI "올해 농가소득 4490만원 전망"”(머니투데이, 2020.1.21.),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고령화 겹쳐 쪼그라드는 농업 인구”(중앙일보,
2020.1.21.), “공익형 직불제 덕에…올 농가소득 4500만 원 예상”(한국경제,
2020.1.21.), “‘공익직불제 도입’ 올해 농가소득 4500만원 전망…작년 대비
5.3%↑”(헤럴드경제, 2020.1.21.), “올해 국내 농업생산액 50조4380억
전망…작년과 비슷”(news1, 2020.1.22.), “올해 농가소득 4490만원 전망…
5.3% 증가”(농수축산신문,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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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주요 동향
❍ 2020년 1월 21~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올해 개최 50주년을 맞은 세계경제
포럼※(WEF·다보스 포럼)은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이란 의제로 생태계와 경제, 기술, 사회, 지정학,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350여 개의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세계 각국 정상 70여 명과 기업인 1천 500여 명이 참석

※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정치･경제･국제기구 주요 인사
3,000명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와 고령화 등 우리 세계가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
❍ 한편, 환경 문제를 두고 ‘극과 극’의 인식 차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웨덴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시 격돌
- 툰베리※는 2020년 1월 21일 ‘공동의 미래(Common Future)’ 세션 연사로 나서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높인 덕에 기후와 환경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글로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재차 촉구

※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세계 기후운동의 상징이 됨.
-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다보스포럼이 제안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무를 1조 그루 심어
2,000억t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계획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50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AMP(선진
제조 및 생산 이사회의 이사)로 위촉돼 참석하여,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이른바 ‘자상한 기업’ 모델을 소개
- 또한, 참석자들을 상대로 토종 스타트업 ‘요크’를 소개해 화제, 요크는 태양광
충전기술을 활용해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아동 교육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종 스타
트업으로 이 회사가 개발한 ‘솔라 카우’는 지난해(201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렸으며, 우유병 형태의 배터리로 구성된
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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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육성해 빈곤·가난·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각국의 스타트업 육성을 촉구했다”고
전해
- 또한, 장관은 2020년 1월 21일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수석이사와도 면담을
가져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를 소개
하면서 “컴업 2020에는 세계경제포럼도 함께 참여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리틀 다보스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정책에 대한 홍보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상소기구 복원을 위해 각국의 통상 장관들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진행 중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하는 데 집중
- “WTO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WTO) 상속기구가 지난
12월부터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WTO 체제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 각국, 주요국의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가들을 칭찬하며 “회의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양자회담을 열고 무역긴장
완화를 약속
❍ 중국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는 2020년 1월 21일 WEF 연례 총회
에서 연사로 나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함께 구축해야 세계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모두의
이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
- 이에 모든 나라가 평등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국제사회가 다자주의를 비롯해 유엔의 주요 지위를
지키면서 국제법과 국제 관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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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은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위한 주요 조치를
계속 취하면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고려사항은 우리가 모두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라며 권력과 이익 추구 대신 사람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서로서로 보듬는 도덕적 의무는 권력과 이익을 좇는 게 아닌, 인간을 공공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는 기업은 물론 정부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원칙”이라고 지적
- 이와 같은 발언은 세계 여러 분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다보스 포럼이
국가 또는 기업 단위의 정치·경제적 이익 추구의 장이 아닌, 인류가 풀어가야
할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간 중심적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제50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250만 명이 늘어난 1억 9,0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2020년 실업률은 5.4%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1년
에는 상황이 더 악화해 실업자 수가 1억 9,400만 명, 실업률은 5.5%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와 전 세계 실업자 증가 전망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지속적이고 만연한 일자리 관련 불평등과
배제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걸 막고 있다”며
“이는 사회통합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1월 20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최악을 기록
한 데서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낮춰

※ (2019.4월) 3.6% → (2019.7월) 3.5% → (2019.10월) 3.4%에 이어 꾸준히 하향 조정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다보스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으로 글로벌 경제 저성장과
불확실성 잔존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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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미래사회와
일자리, 인공지능(AI) 기술, 환경, 소득 불평등, 양성 불평등 등도 주목할 만한
문제라고 설명
자료: “올해 다보스포럼 주요 이슈, 저성장·불확실성 잔존 될 것”(헤럴드경제,
2020.1.19.), “올해 다보스포럼 주요 이슈는...“저성장 기조, 불확실성 잔존””
(연합뉴스, 2020.1.19.), “[현장연결] 다보스포럼 개최 D-1…‘기후변화·4차
산업혁명’ 논의”(SBS CNBC, 2020.1.20.), “트럼프·트럼프·트럼프?
'다보스포럼' 눈여겨볼 점들”(머니투데이, 2020.1.20.), “박영선, 다보스 포럼서
한국 스마트공장·제조데이터센터 소개”(연합뉴스, 2020.1.20.), “제50회
다보스포럼 개막…“기후변화 최우선 어젠다””(연합뉴스, 2020.1.21.),
“트럼프 “현재의 미국 경제는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조선일보,
2020.1.21.), “올해 5억명이 일자리 고통…10년 만에 세계 실업자 증가”
(한겨레, 2020.1.21.), “교황의 다보스 포럼 메시지…“사람이 정책 중심에
있어야””(KBS, 2020.1.22.), “트럼프와 툰베리, 다보스포럼에서 또 설전”(YTN,
2020.1.22.), “박영선이 다보스서 소개한 '토종 스타트업'은?…타임 선정
‘최고발명품’ 개발 ” / “中부총리, 다보스서 "일방· 보호주의, 모두의
이익 훼손" ”(NEWSIS, 2020.1.22.), “‘앙숙’ 트럼프·툰베리, 다보스포럼서
시간차 연설”(국민일보, 2020.1.22.), “[현장연결] 다보스포럼 현장 누비는
韓 정재계 정상들”(SBS CNBC, 2020.1.23.), “다보스포럼에서 주목받은
韓 ‘자상한 기업’”(아시아경제,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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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 동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1.21.)

교역
❍ [교역] 한·캐나다 FTA(2015.1.1)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 상회
❙FTA 발효 후 對캐나다 교역 동향(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무역협회)❙
구분
對캐나다 교역
對세계 교역

2014
10,360
(4.4)
1,098,180
(2.1)

2015
8,606
(△16.9)
963,256
(△12.3)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6
8,828
(2.6)
901,619
(△6.4)

2017
9,761
(10.6)
1,052,172
(16.7)

2018
2019
11,496
11,374
(17.8)
(△1.1)
1,140,062 1,045,592
(8.4)
(△8.3)

연평균
1.9
△1.0

❍ [수출] 對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율(△1.1%) 상회
-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

※ 승용차(관세 6.1%, 3년 내 철폐), 자동차부품(6%, 3년내 철폐), 타이어(7%, 5년 내 철폐)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출 동향(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무역협회)❙
구분
對캐나다 수출
對세계 수출

2014
4,917
(△5.5)
572,665
(2.3)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5
4,623
(△6.0)
526,757
(△8.0)

2016
4,885
(5.7)
495,426
(△5.9)

2017
4,718
(△3.4)
573,694
(15.8)

2018
5,743
(21.7)
604,860
(5.4)

2019
5,616
(△2.2)
542,333
(△10.3)

연평균
2.7
△1.1

❍ [수입]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

※ 2015년, 2016년 對캐나다 수입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하 및 경기회복 둔화,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 등에 기인

- (주요 수입 품목)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 특히, 2019년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2014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 기록

※ 항공기및부품 수입액(백만 달러): (2014) 27 → (2015) 28 → (2016) 26 → (2017) 66 →
(2018) 380 → (2019) 247
- 42 -

⎗ 통계·조사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입 동향(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무역협회)❙
구분
對캐나다 수입
對세계 수입

2014
5,443
(15.4)
525,515
(1.9)

2015
3,983
(△26.8)
436,499
(△16.9)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6
3,943
(△1.0)
406,193
(△6.9)

2017
5,043
(27.9)
478,478
(17.8)

2018
5,753
(14.1)
535,202
(11.9)

2019
5,758
(0.1)
503,259
(△6.0)

연평균
1.1
△0.9

❍ [무역수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

※ 對캐나다 무역수지(백만 달러): (2014) △526 → (2015) 640 → (2016) 942 → (2017) △
325 → (2018) △10 → (2019) △142

❍ [활용률]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2019년 말 기준 95.2%로 기발효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 기록, 또한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
폭(15.3%p)도 최대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 FTA혜택품목의 수출금액

- (수입활용률) 20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
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

혜택품목 수출입 성과
❍ [수출] 2019년 對캐나다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56.7%) 대비
증가,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발효 전) 2014년 49억 달러 → (발효 후 5년 경과) 2019년 56억 달러(14.3%↑)

- (주요 혜택품목) 승용자동차는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로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되어 對캐나다 수출 최대 수혜품목
❍ [수입] 2019년 對캐나다 FTA 혜택품목의 수입액은 2015년 대비 22.3% 증가하였으나,
비중(30.0%)은 비혜택품목인 유연탄·펄프·항공기 등의 수입 증가로 2015년(35.5%)
대비 감소
- (주요 혜택품목) 가공하지 않은 금, 광물, 윤활유 첨가제 등이 상위 수입 혜택품목
으로 FTA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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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캐나다 상위 10대 품목 수출 동향(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관및철강선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형강
기계요소
합성수지

2015
1,987
(△8.1)
340
(△0.9)
229
(△16.7)
62
(△8.8)
107
(△50.5)
85
(2.4)
112
(0.9)
69
(△19.8)
155
(7.6)
68
(6.3)

2016
1,910
(△3.9)
210
(△38.2)
214
(△6.6)
67
(8.1)
81
(△24.3)
90
(5.9)
110
(△1.8)
60
(△13.0)
139
(△10.3)
73
(7.4)

2017
2,135
(11.8)
225
(7.1)
233
(8.9)
119
(77.6)
108
(33.3)
102
(13.3)
118
(7.3)
64
(6.7)
126
(△9.4)
85
(16.4)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2018
2,283
(6.9)
656
(191.6)
232
(△0.4)
232
(95.0)
175
(62.0)
112
(9.8)
121
(2.5)
131
(104.7)
123
(△2.4)
94
(10.6)

2019
2,583
(13.1)
461
(△29.7)
258
(11.3)
204
(△12.1)
128
(△26.9)
116
(3.8)
101
(△16.2)
101
(△22.7)
97
(△21.2)
89
(△5.3)

연평균
3.6
6.1
△1.3
24.6
△10.0
7.0
△1.8
3.3
△7.6
6.8

❙對캐나다 상위 10대 품목 수입 동향(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석탄
동광
철광
제지원료
항공기및부품
식물성물질
우라늄
육류
칼륨비료
곡실류

2015
855
(△37.6)
468
(△18.3)
133
(△54.1)
232
(△13.1)
28
(3.7)
107
(△46.2)
181
(△35.1)
103
(5.1)
155
(△7.2)
125
(2.5)

2016
666
(△22.1)
554
(18.4)
124
(△6.8)
238
(2.6)
26
(△7.1)
117
(9.3)
71
(△60.8)
114
(10.7)
138
(△11.0)
150
(20.0)

2017
1,500
(125.2)
547
(△1.3)
254
(104.8)
272
(14.3)
66
(153.8)
159
(35.9)
33
(△53.5)
134
(17.5)
130
(△5.8)
145
(△3.3)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2018
1,765
(17.7)
511
(△6.6)
230
(△9.4)
356
(30.9)
380
(475.8)
150
(△5.7)
89
(169.7)
144
(7.5)
146
(12.3)
126
(△13.1)

2019
1,675
(△5.1)
502
(△1.7)
338
(47.0)
269
(△24.5)
247
(△35.1)
213
(42.3)
194
(117.6)
166
(15.5)
150
(3.0)
130
(3.3)

연평균
4.1
△2.6
3.1
0.1
55.6
1.4
△7.0
11.2
△2.1
1.3

기타 성과
❍ [다양화] 한국의 對캐나다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다양화
- 채소류,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에서 신규 수출품목※ 발생 및 수출품목수 증가
※※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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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양송이버섯, 감자), 가공식품(스위트콘), 섬유･의류(방직용 섬유직물, 유아용 면제의류,
캐시미어 저지 등), 철도 차량 부품 등
※※ (2014년) 1,780개 → (2019년) 1,939개(※ HS코드 6자리 / 1,000달러 이상 기준)
- 바닷가재, 돼지고기·와인(아이스) 등의 수입 확대로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가

한-캐나다 FTA 발효 후 농축산물 교역
❍ [교역 동향] 한·캐나다 FTA 발효 후(2015~2019년 평균)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2010~2014년 평균) 대비 47.1% 증가, 수입액은 16.7% 감소
❙FTA 발효 전·후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단위: 백만 달러, %❙
발효 전
2010∼2014
구분
(A)
수출 수입
농산물
55 404
곡물
0 269
과일·채소 11
7
가공식품
44 128
축산물
2 182
임산물
1 575
전체
59 1,160

발효 후
2015
수출
108
0
12
95
1
1
110

2016

2017

2018

2019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92 66 338 67 377 83 362 89 448
131 1 152 1 154 1 132 1 193
6 12 7 14
3 17
2 19 2
155 53 178 53 221 65 227 69 253
122 2 129 2 155 3 161 5 178
467 1 437 1 473 1 522 1 370
880 69 904 71 1,006 87 1,045 95 996

발효 후 증감률(%)
2015∼201
(B/A)
9(B)
수출 수입 수출 수입
82 363 48.9 △10.0
1 152 38.8 △43.4
15 4 39.0 △42.0
67 207 51.3 62.2
3 149 38.2 △18.0
1 454 △17.7 △21.1
86 966 47.1 △16.7

자료: 1) 발효 전(2010～2014)과 발효 후(2015～2019)는 한·캐나다 FTA 발효 전·후 5개년 평균임.
2) 과일·채소는 신선과일, 가공과일, 채소의 합계임.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축산물 관련 2,924개 HSK코드 기준)
❍ [수출]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47.1% 증가

- 과일·채소 수출은 느타리버섯(61.8%), 팽이버섯(81.4%), 김치(49.4%), 신선 포도
(1,197%) 등의 수출 증가로 발효 전 대비 39.0% 증가
- 가공식품 수출은 혼합조제식료품(57.8%), 라면(58.5%), 커피조제품(523%), 기타
베이커리 제품(129%) 등의 수출 증가로 발효 전 대비 51.3% 증가
❍ [수입]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입은 FTA 발효 전 대비 16.7% 감소
- (곡물 수입) 밀(△66%), 보리(△17%), 호밀(△86.0%), 유채씨(△99.1%) 등의 수입
감소로 발효 전 대비 43.4% 감소
- (축산물 수입) 쇠고기(254%) 수입이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13.8%), 유장(△65.5%),
우지(△96.4%) 등의 수입 감소로 발효 전 대비 18.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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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 : 통계청(2020.1.22.)

❍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020.1.22.]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한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보수를 집계한 결과

※ 임금근로일자리: 기업체에서 임금을 대가로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근로자(인적
단위)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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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자료 : 기획재정부(2020.1.19.)

개요
❍ [블룸버그,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발표, 2020.1.19.] 2020년 1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여 20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 3※※ 유지

※ 블룸버그 혁신지수: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TOP3 국가점수(2019 → 2020): ① 독일(2위 → 1) 88.21, ② 한국(1 → 2) 88.16, ③ 싱가포르
(6 →3) 87.01
※※ 여타 주요국: 일본(9위 → 12) 82.31, 미국(8 → 9) 83.17, 중국(16 → 15) 78.80

주요 내용
❍ 전년에 이어 종합점수는 한국과 독일이 동반 상승하는 등 근소한 격차※를 유지
중이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따른 상대적인 생산성, 교육 효율성의 하락※※ 등
으로 순위가 한 단계 하락

※ 2019년: 한국(1위, 87.38), 독일(2위, 87.30), 핀란드(3위, 85.57), 스위스(4위, 85.49)
2020년: 독일(1위, 88.21), 한국(2위, 88.16), 싱가포르(3위, 87.01), 스위스(4위, 85.67)
※※ 항목별 순위(2019년 → 2020년): ① R&D 집중도(2 → 2), ② 제조업 부가가치(2
→ 3), ③ 생산성(18 → 29), ④ 첨단기술 집중도(4 → 4), ⑤ 교육 효율성(7 → 16), ⑥
연구 집중도(7 → 5), ⑦ 특허활동(2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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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나라는 R&D 집중도※(2위), 제조업 부가가치(3위), 첨단기술 집중도(4위),
연구 집중도(5위) 등에서 높은 순위 유지 중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통신부, 2019.12월 발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2014) 4.29 → (2015) 4.23 → (2016) 4.24 → (2017) 4.55 →
(2018) 4.81

❍ 정부는 ‘4+1 전략 틀(frame)※’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
제고, 혁신인재 양성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여 혁신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

※ ① 주력산업･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② 신산업･벤처창업 육성, ③ 혁신기술･R&D 혁
신,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확충 + 제도･인프라 혁신

- 특히,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
하여 중점 추진

※ 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 DNA+BIG3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 명(2020~2023년)을 육성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초·중·고 교육 혁신도 추진할 계획
- 또한, 경제 전반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촉진, 10대
산업 규제개선 등 규제혁신 성과 창출 노력도 병행할 예정
❍ 향후에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
<블룸버그 혁신지수(Innovation Index) 세부사항>
◈ 산출방식: 다음 7개 분야 통계수치를 지수화하여(각 분야별 가중치는 동일) 국가별로 0~100점을 부여
① R&D 집중도: GDP 대비 R&D 지출(민간+공공) 비중
② 제조업 부가가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③ 생산성: 15세 이상 노동인구당 GDP 규모(최근 3년간 개선 추이 포함)
④ 첨단기술 집중도: 국내 상장기업 중 첨단기술 기업 비중, 전 세계 첨단기술 기업 숫자 대비 해당 국가의
첨단기술 기업 숫자
⑤ 교육 효율성: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 노동인구 중 대학 학위소지자 비율, 연간 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비중, 전체 노동인구 중 이공계 대학전공자 비중
⑥ 연구 집중도: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 전문인력 숫자
⑦ 특허 활동: 인구 백만 명당 특허숫자, GDP 1천억 달러당 특허 숫자, 전 세계 특허 중 해당국가의 특허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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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