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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 정부업무보고(기획재정부 외)
자료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2020.2.17.)

개요
❍ [부처 합동, 2020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2020.2.17.]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020년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농촌진흥청도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발표하였으며, 20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 ① 기존산업･시장, ② 신산업･신시장, ③ 혁신기술･R&D혁신,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
① 제도･인프라
❙기획재정부 2020년 업무추진 방향❙

정책
목표

경제상황 반등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경제반등
- 경제활력 제고 -

방향
및
과제

•
•
•
•

투자 프로젝트 추진
내수 활성화
수출경쟁력 제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공공부문 혁신

혁신성장
- 성과 가시화 •
•
•
•

신산업 전략 육성
주력·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 인프라(지원) 확충

포용성장
- 국민체감 •
•
•
•

맞춤형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미래 대응

+
• 「3+1 재정운용전략」 구체화 등 재정혁신
• 공공조달 혁신 등 국고혁신
•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 제고 등 공공기관 혁신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추진
전략

• 범부처 협업 확대 (부처 간 협업예산, 8대 범부처 TF 운영 등)
• 소통 강화 (경제활력대책회의 적극 활용, 소통라운드 테이블 등)
• 국민체감도 제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정책 성과 홍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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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도모

※ 민간 기업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
※※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70%),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30%) 등

❍ 분야별 수출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 최소화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2020.3월),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 마련
(2020.20.上) 등

2.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 데이터경제, 바이오 등 Post-반도체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2020.3월), 바이오 산업 10대 핵심과제별 세부대책
발표(2020.上) 등

❍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한걸음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예산·세제·금융·기술 등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 ① 데이터･AI, ② 미래차･모빌리티, ③ 의료신기술, ④ 헬스케어, ⑤ 핀테크, ⑥ 기술
창업, ⑦ 산업단지, ⑧ 자원순환, ⑨ 관광, ⑩ 전자상거래･물류
※※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상생안을 제시하여 합의 유도 →
신사업 도입

3.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 실태조사와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은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2020.1/4)
※※ 기초연금 인상(25만 원 →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 개 신규확충 등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 ‘1인가구 정책 TF’, ‘구조혁신 TF’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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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 「3+1 재정운용전략※」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가상통화※※·
디지털세 등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전략적 재원배분, 지출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운용 + 건전성 관리 기반 구축
※※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 마련(2020.7월)

❍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마련(2020.4월) 등 공공
부문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

※ 공공부문에서 물품구매액의 1% 내외(약 4,100억 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 임금피크제 인력을 창업･중소기업과 매칭, 지원인력으로 활용 → 향후 재취업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공략에도 박차
- ➊ (수급안정) ① 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 수급 차질 시 긴급조정명령 + ③ 기업 유턴 활성화

※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 ➋ (협력생태계) ① 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 CNC 국산화 추진,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 소재부품장비특별법(2020.4월시행) →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을소부장특화단지로지정추진
※※ (용도) 공작기계 핵심부품,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
(수입비중) 전체 수입 1.43억 달러 중 일본이 93.7%(1.34억 달러) 차지(2019)
- ➌ (글로벌 전략) ①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 ② 「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20.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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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업무추진 방향❙
비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➊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상생으로“확실한 자립”실현

• (기술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
• (협력생태계)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
• (전문기업 육성)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

➋ 역동적 신산업

과감한 도전·혁신으로 “포스트 반도체”육성

• (Big3+α)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
• (투자 촉진) 지원제도 개편,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 촉진 생태계 조성

➌ 혁신적 주력산업
추진
계획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구조 혁신

• (산업혁신) 친환경차·선박,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 (산업지능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지능화로 제품·서비스 공정 혁신

➍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수소경제) 수소 생산·유통·활용 선도로 글로벌 1등 국가 실현
•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가스터빈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
• (공급안정·안전) 전력·가스·자원 등 안정적 공급, 수소·ESS 안전관리 강화

➎ 활기찬 실물경제
•
•
•
•

(수출)
(내수)
(지역)
(통상)

실물경제 활력 회복 및 당당한 통상

품목·시장 등 구조혁신과 총력 지원으로 수출 플러스 조기달성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新유통서비스 확산 → 소비촉진
지역별 대표산업 활성화로 지역 중심의 투자·일자리 창출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新시장 개척 → 경제협력 기반 확충

❍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 미래차(2019.10.), 시스템반도체(2019.4.), 바이오헬스(2019.5.), 로봇(2019.3.) 등

- ➍ (미래차) ➀ 친환경차 수출 30만 대 달성 + ➁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
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 대 달성

※ 국내보급(2019 → 2020): (전기차) 9만 대 → 16.3만 대, (전기버스) 828대 → 1,478대
- 2020년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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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➎ (시스템반도체) ① 차세대 반도체 1조 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 반도체 수출 1천억 달러 회복

※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 1,000억 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2020.上)
-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2020.上)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 ➏ (바이오) ① 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 수출 100억 달러 달성,
② 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IP)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2020.上,
연 600명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
- ➐ (유망신산업) ① 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 향후 15조 원 시장 진입,
② 배터리리스시범사업 →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 ③ 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20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 ➑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수소차 1천 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 ➒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부생수소 생산･유통 협업체계 구축: ① 생산(제철소, 2천 톤) → ② 운송(물류기업) →
③ 공급(전문기업)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 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 ➓ (수출) ➀ 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② 역대 최대 지원※ → 수출플러스

※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257조 원) 및 수출마케팅(5,112억 원) 지원

-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

※ 新산업 품목 수출 비중(%): (2018) 8.0% → (2019) 9.2 → (2020)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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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 달러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 [농촌진흥청,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2.17.]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발표
- (4대 중점 과제)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농업
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제시
1.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 ‘해들’·‘알찬미’ 등 우수품종 쌀의 재배를 확대※하여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여성과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개발※※하여 농작업의 편리성을
높이며, 밭작물기계화를 앞당겨 실시

※ 조생 ‘해들’: (2019) 100ha → (2020) 800, 중생 ‘알찬미’: (2019) 10ha → (2020) 1,000
※※ 전동형 고추 지주대 설치･제거기, 소형 중경제초기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

❍ 지역농업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
(2020.6월)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국가 R&D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해 775억 원 수준
이던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R&D 참여 예산을 2020년
1,140억 원※으로 확대

※ 지역R&D 투자 확대: (2019) 775억 원 → (2020) 1,140 → (2021) 1,797

❍ 신속한 기술수집·확산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현장애로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전문가 기술이전교육(7분야, 150명) 등을 통해 기술상담과 현장진단이 가능한
지역별 최고기술전문가를 양성
2.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 시설·노지·축산 등 다양한 농업환경에서 IoT를 기반으로 한 동식물 생육·환경
데이터의 수집·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육종·재배·유통의 단계별로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

※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확대: (2019) 토마토 → (2020)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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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개선하고 규격화하여 국내외 실증※을 통해
시설농업의 혁신을 추진하며, 인공광을 이용한 실내농장 기술로 남극기지에 신선
채소류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사막에서 남극까지 우리의 농업기술을 확산

※ 1ha 규모의 쿨링하우스 실증시설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 구축(2020.11월)

❍ 누에, 봉독 등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형광실크, 차세대 의료소재 등을 개발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발효식품 등 미생물 분야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과 같은 동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연구도 추진
3.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 ‘청년농업인 창업아이디어 공모’(2020.11월)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안전기술의 개발※을 강화하며,
치유기능성 동식물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농촌관광도
활성화

※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기능성 농약방제보호구 세트, 농업인용 응급구급함 모델 등 3종

❍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망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여 국내 환경 맞춤형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공익직불제 지원※을 위한 환경보전 기술의 개발도 추진

※ 비료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 기준을 설정하고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토양검정을 실시(농촌진흥청, 도원, 시군센터 협업)

4.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

❍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개도국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KOPIA 센터를 신규 설치
(20개국 → 22)
❍ 수입국별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을 확대하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
하고 배추,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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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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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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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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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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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2.20.)

개요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20.2.20.] 2020년 2월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과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심의·확정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2019년도에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 이번 방안에서는 ➊ 지역개발 촉진, ➋ 생활불편 해소, 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
개발사업 기간 단축(6건)
지역개발 촉진
(18건)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5건)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7건)
폐교·공원 활용 확대(3건)

생활불편 해소
(13건)

여행·관광 편의 개선(3건)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7건)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4건)

영업부담 완화
(19건)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3건)
영업불편 해소 등(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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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개발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
•
•
•
•
•

폐교에 지자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어린이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신설
질병사망 포함 여행자보험 고령자 가입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 요건 완화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
•
•
•
•
•

농어촌민박 형태 다양화
어촌계원 외 어업권 행사범위 확대
타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동일법인 내 다수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폐콘크리트 공시체 재활용 허용
보조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간소화

⎗ 정책동향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례❙
구분
주요 내용
□ 지역개발 촉진(18건)_농·산림지역 합리적 이용 확대 (5건)
• 산림보호구역 농공 • (기존)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
단지 조성이 가능
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많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산림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형평성에 문제
• (개선) 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효과) 묘량 농공단지 조성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추진기간 1년 단축※(6년 → 5년) 및
40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부지 확보 등 사업변경이 필요하여 1년 이상 추가 소요
※※ 2018년 전국 농공단지: 455개소, 6,228업체 입주, 고용인원 141,695명
• (전남 영광) 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이 포함된 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
단지를 조성 중이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 지연
※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지정 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산지보호법 시행령 개정) →
묘량농공단지(400여 개 일자리 창출) 조성 기간 1년(6년 → 5년) 단축

• 농림지역에 농기계 • (기존) 농기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나 그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
수리점 입점이 가능
하여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 (개선)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
• (효과) 농민 고령화·농업 기계화 등 농촌 생산 여건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 (충남 홍성) 농기계수리업자가 농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림지역으로
농기계수리점을 이전하려 했으나 국토계획법령 상 농림지역에 입지가
불가하여 이전 포기
☞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영업부담 완화(19건)_농어촌 영업여건 개선(4건)
• 농어촌 민박 시설 • (기존) 그간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 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
기준에 대한 규제
• (개선) 연면적 230㎡ 내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완화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 (효과)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으로 농어촌 추가수익※ 창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10년간 421억 원(연간 평균 51억 원) 소득 증가 기대(KREI 경제성 분석)
• (경북 의성) 귀농인이 여러 동의 소규모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
했으나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 숙박용 건물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되어 사업 포기
☞ 총면적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숙박동이라도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 10년간 약 420여억 원 농어촌 추가 소득 전망

※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처 홈페이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http://www.opm.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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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2.18.)

❍ [정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보고·확정, 2020.2.18.] 2020년 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
- (주요 내용) 정부 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공공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
방식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
❙2020년 정부혁신 체계도❙
비전

목표

3대 전략
2020
추진 방향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2022)
▪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2022)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2022)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 참여와 협력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참여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서비스
2020
역점 과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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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자료 : 행정안전부(2020.2.18.)

❍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 2020.2.18.]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 원※※을 투자

※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계획’(유인도서 개발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제4차 계획을 수립
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총 1조 5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
※※ 행정안전부: 130개 사업, 1,009억 원(국비 752억 원, 지방비 257억 원)
※※ 국토교통부: 161개 사업, 509억 원(국비 509억 원)

- (주요 내용) 291개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19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 의료, 교육, △교통개선, △관광 활성화,
△주민정주여건개선, △마을환경개선패키지 등 6개 분야로 구성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6개 분야

주요 내용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어민 공동 작업장 확장 조성에 3억 1천만 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일원 특산품 판매장과 게스트룸 설치에 2억 5천만 원 등 132개
사업에 495억 원이 투입

복지, 문화, 의료, 교육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에 주민복지를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에 3억 원,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회관 정비에 3억 4천만 원
등 10개 사업에 21억 원이 투입

교통개선

•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소난지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에 91억 4천만 원이 투입,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총 352억 원이 소요되며, 이밖에
전북 군산시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에 32억 9천만 원 등 9개
사업에 268억 원이 투입

관광 활성화

• 인천 강화군 교동도 연산군 유배지 공원화사업에 14억 원, 경남 울릉군 을릉도 일원
산책로 개선사업에 30억 원 등 51개 사업, 250억 원이 투입

주민 정주여건 개선

• 경기 화성시 국화도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해저 상수관로 설치에 33억 9천만 원,
경북 울릉군 사동에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8억 원 등 85개
사업에 427억 원이 투입

마을환경개선패키지

• 경남 통영시 사량면 내지마을 일원에 오수처리시설, 대합실, 특산품 판매장 등 생활
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에 19억 7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57억 원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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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주요 동향
자료 : 보건복지부(2020.2.17./2.18./2.19./2.20./2.21.)
·농림축산식품부(2020.2.17./2.19./2.21.)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020.2.21. 09시] 2020년
2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74명(전일 16시 대비 5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2.21.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2.20.(목) 09시 기준
2.21.(금) 09시 기준
증감

12,161
14,816
+2,655

확진환자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82
16
66

156
+74

16※
0

※ 19번째 환자 1명 2020년 2월 21일 격리해제 예정

139
+73

사망
1

계
12,079

검사현황
검사 중 결과 음성
1,633
10,446

1
0

14,660
+2,581

2,707
+1,074

11,953
+1,507

❍ [농식품부, 외식업계 공동 외식업소 위생관리 캠페인 추진, 2020.2.17.] 농식품부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분위기로 인해 외식소비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외식업계※와 공동으로 외식업소 위생관리 캠페인을 함께 추진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주요 내용) 3개 단체와 공동으로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 포스터
15만 부를 제작하여 전국 외식업소에 배포 및 교육 추진
❍ [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 추진, 2020.2.19.]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소비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020.2.19일~3월 말까지 세종시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

※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중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한시적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

- (주요 내용) △실·국 단위…세종시 외곽(조치원, 장군면, 공주시 등) 지역의 음식점을
캠페인 기간 동안 2회 이상 방문, △부서 단위…세종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등)의 음식점을 주 2회 이상 방문, △원거리
이동에 따라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
❍ [농식품부, 외식업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020.2.21.]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
(아산·이천·제주·진천·명동 등)의 외식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의 명예기자단과
함께 식당 방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SNS) 홍보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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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21.)

개요
❍ [농식품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2.21.]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20.5.1.)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2.21.~4.1., 40일간)

※ 공익직불법에서 하위법령 등으로 위임된 소농직불금 요건, 단가,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등
※ 농업인･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TF를 통해 의견수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소농직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간을 구분하고, 구간별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단가를 정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정하여 고시
◈ (준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 세부내용을 반영

주요 내용
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
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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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소농직불금 지급 받기 위한 충족 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함.
※ 0.5ha 기준은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인 점,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 호당 평균 경지면적 2014~2018년 평균(농가경제조사) 등을 감안하여 검토
◈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

※ 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함.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

※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

❍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법인: 논 50ha･밭 10ha
❙지급상한 면적❙
구분

기존
직불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공익직불
(논밭 합산)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30ha
4ha
논·초지 30ha, 밭 4ha

50ha
10ha
논·초지 50ha, 밭 10ha

400ha(25인 이상)
-

30ha

50ha

※ 30ha 초과 시 20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50ha 초과 시 20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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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면적 조정의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
-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여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 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이 가능
2.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
사항을 확대
-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
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환경

준수사항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공동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먹거리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제도
기반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기대효과

물과 땅의 건강
회복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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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
3.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

❍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
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점검인력 현황: (2018) 754명 → (2019) 702 → (2020안) 956

❍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50만 원/건 및 연간 한도 200만 원’
규정을 개정하여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 이와 함께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공익
직불법에서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5.

향후 계획

❍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2020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직불금 신청·접수(2020.4월 말~5월)를 거쳐 준수사항
이행점검(2020.7~10월) 후 연말 직불금 지급 예정
❍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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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19.)

개요
❍ [정부, ‘제4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 심의·
확정, 2020.2.19.] 정부는 2020년 2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추진 배경)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주요 내용) △4대※ 전략별 183개 과제 제시 및 5년간 약 51조 원 규모 투융자
계획 확정,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확대·개편※※

※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3)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환류하기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 삶의질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협의제’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제’ 도입
주요 내용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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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
-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
하는 한편,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해 나갈 계획

※ 돌봄 제공 사회적 농장: (2020) 30개소 → (2024) 100개소
-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매년 30개소 이상 확충)·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도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2020) 720개소 → (2024) 850개소
※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020) 60개소 → (2024) 80개소
-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

※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률: (2020) 66.5% → (2024) 75%
※ 어업인 안전보험가입률: (2020) 53.5% → (2024) 55.6%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
-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듀버스·통학택시 등),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

※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지원: (2020) 2,983대 → (2024) 3,027대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를 지정(20년 49개소)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0) 250개 → (2024) 300개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매년
30개소) 및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확대

※ 농어촌 작은･공공도서관 건립: (2020) 30개소 → (2024) 1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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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통문화 중심의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
-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해 나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안전도 확보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

※ 농어촌 빈집 정비: (2020) 8,000동 → (2024) 10,000동
※※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2020) 73.5% → (2024) 77%

-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확대 및 어촌·
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

※ 중심지활성화(누적): (2020) 108개소 → (2024) 155개소
-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환경과 경관을 보전할 계획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2020) 800개소 → (2024) 1,660개소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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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로컬푸드 판매장: (2020) 229개소 → (2022) 1,210개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20) 90개소 → (2024) 110개소
- 농업유산, 경관 등 농어촌 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로 사업화하고, 관광객
편의성 제고, 관광 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
-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

※ 스마트 농축산 시설: 스마트 시설원예 7,000ha, 축산 7,750호 보급(～2022년)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3개소(～2022년)
-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농어촌 주민 구성에
맞게 다변화된 일자리를 제공

※ 농어촌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2019) 7개소 → (2024) 9개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요>
◈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1명): 국무총리
- 정부위원(15명):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간사)·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9명): 이성호, 임준택, 김제열, 이명자, 김홍상, 이정화, 김민희, 오형은, 이선철
◈ (기능)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②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③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간 개최결과) 18회(2005.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 24 -

⎗ 정책동향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19.)

❍ [농식품부,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2020.2.20.] 2020년 2월 20일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주제로 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개최하여 그린바이오※※※ 현황 및 비전,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진행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농림식품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
※※ (참석) 포럼 운영위원, 부･청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
※※※ 그린바이오산업: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산업으로서,
그간
※※※※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 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 정부 R&D투자 비율(2019): 레드(39.7%), 그린(15.9%), 화이트(4.2%), 기초기반(40.2%)

- (개최 목적)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미래 이슈 발굴
- (주요 내용) 정부는 2020년 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포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2020년 5월까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

※ 농식품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구분

주제

발표 1 그린바이오 혁신의 비전과 과제

발표 2 마이크로바이옴의 산업화 및 발전방향
발표 3 그린바이오(그린백신)산업동향 및 미래가치
발표 4 부산물 활용 기술과 식품 그린바이오 산업
손영호(반석엘티씨 대표)
김은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센터장)
종합토론
이창훈(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송남근(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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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간편식, 캐나다 첫 수출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2.20.)

❍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삼계탕 간편식, 캐나다 첫 수출 개시, 2020.2.20.]
2019년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020년 2월 20일
캐나다로 첫 물량을 수출※※

※ 수출업소: 마니커 에프앤지(경기도 용인 소재)
※※ 이번 캐나다 삼계탕 수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

- (주요 내용) △2020년 수출예상 물량은 총 80톤※(7만 4천 개 분량), △삼계탕
간편식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2개국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가 진행 중

※ (2020.2.20일) 13톤 → (2020.3월) 46톤 → (2020년 말) 21톤 순차적으로 수출
※※ 수출액: (2017) 120억 원 → (2018) 131 → (2019) 116 → (2020 예정) 122
❙삼계탕 연도별 수출 실적(단위: 톤, 억 원)❙
국가명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타※
총계

2017년
수량
610
932
345
197
67
78
2,229

2018년
금액
43
46
15
9
3
4
120

수량
643
1,010
376
195
79
80
2,383

※ 기타: 호주, 미얀마, 태국, UEA,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2019년
금액
46
51
17
9
4
4
131

수량
733
727
302
161
65
106
2,094

금액
52
34
13
7
4
6
116

한국 농식품 온라인 판촉전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19.)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온라인 판촉전 추진, 2020.2.19.]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활용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미국 대표 온라인
몰인 아마존(AMAZON)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식품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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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진ㆍ태풍 피해 이재민에 우리쌀 950톤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20.)

❍ [농식품부, 필리핀 지진·태풍 피해 이재민에 우리 쌀 950톤 지원, 2020.2.20.] 우리 쌀
950톤을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이 설립한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필리핀 지진※(남부 민다나오 지역) 및 태풍※※(북부 루손 지역) 피해 주민
에게 비상구호용으로 긴급 지원할 예정

※ 남부 민다나오(Mindanao) 지역에서 2019.9～10월 규모 6.3～6.6의 4차례 강진 발생
※※ 북부 루손(Luzon) 지역에서 2019.11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홍수 피해 발생

- (주요 내용) 이번에 지원되는 쌀(950톤)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2018년산 벼로
2020.1.28일~2.7일까지 원료곡 가공 및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수출통관 및 훈증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20일 부산항※에서 출항할 예정

※ 2020.2.20일 부산항을 출항, 3월부터 피해 주민 235천 명에게 쌀을 배분 예정
- (향후 계획) 향후에도 신(新)남방정책과 연계, 인도적 지원을 통한 동남아국가와
협력 및 아세안+3 역내 식량 안보 협력 강화할 계획

◈ 식품 동향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2.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020.2.18.]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품목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0년 2월 18일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식품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입(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 없어 서류
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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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의 농약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
◈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등※ 중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파와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등 4개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어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
※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기존) 26개국 51개 품목 → (변경) 29개국
51개 품목(중복 포함)
◈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020년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2.20.)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 2020.2.20.] 2020년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600개소) 및 식육가공
업소(108개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

※ 소규모 식품업소: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 (주요 내용) △사업기간…2020년 1월~12월, △사업예산…70.83억 원(식품 60.03억 원,
축산물 10.80억 원), △지원대상…(식품) 20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 (축산물) 2020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
(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국고지원…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신청안내…「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Fax 등)

※ 최대 2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 (식품및축산물) 관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6개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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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2.17./2.18./2.19./2.20.)
·농림축산식품부(2020.2.20.)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2.20.]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2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연천군 백학면 및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237건): 파주 64건, 연천 70건, 철원 22건, 화천 81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2.20.)❙

구분

1
․
․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2020.02.15.
2020.02.15.
2020.02.15.
2020.02.15.
2020.02.15.
2020.02.15.
2020.02.15.
2020.02.16.
2020.02.16.
2020.02.16.
2020.02.17.
2020.02.18.
2020.02.19.
2020.02.19.
2020.02.19.
2020.02.19.
2020.02.19.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연천
연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파주
파주
파주
화천
연천
파주
파주
파주
파주
화천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8.
2020.02.19.
2020.02.20.
2020.02.20.
2020.02.20.
2020.02.20.
2020.02.20.

주소

결과

비고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DMZ 내

백학면 석장리 산178
백학면 석장리 818
화천읍 신읍리 산20
상서면 부촌리 산1
상서면 부촌리 산1
상서면 부촌리 산1
상서면 부촌리 산1
장단면 거곡리 산74-3
장단면 거곡리 941
장단면 거곡리 941
상서면 부촌리 산1
왕징면 작동리 산102
군내면 읍내리 66
군내면 읍내리 산52
군내면 방목리 259
군내면 방목리 산203
화천읍 신읍리 산205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8.5km)
민통선 외(약 4.4km)
민통선 외(약 5.5km)
민통선 외(약 5.6km)
민통선 외(약 4.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5.0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8.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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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

확진

235 2020.02.19. 2020.02.20.
236 2020.02.19. 2020.02.20.
237 2020.02.19. 2020.02.20.

시도

시군구

강원
경기
경기

화천
연천
연천

주소

화천읍 신읍리 산205
백학면 석장리 165
장남면 반정리 330

결과

비고

양성
양성
양성

민통선 외(약 8.6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화천군 현장 대책회의(2020.2.14.)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2020.2.20.] 2020년 2월 2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
한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난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2020.2.14.)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 2월 21일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

※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정
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2.16./2.20.)

❍ [농식품부, 경남 창원(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 확인, 2020.2.16.]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 2020.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2020.2.16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
❍ [농식품부, 경남 김해(화포천)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 확인, 2020.2.20.]
경남 김해(화포천)에서 2020.2.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2020.2.2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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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OECD 블록체인 원칙 개발 동향 등
이슈 브리프

OECD 블록체인 원칙 개발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의 “블록체인 원칙” 개발
동향”(2020.2.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디지털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20개 위원회가 참여하는 수평적 프로젝트인
“고잉디지털 2단계”를 추진하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주요 신기술로 지정
하여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201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채택된 “인공지능 권고안”에 이어 “블록
체인 원칙” 수립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 2019년 12월에 45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로 “블록체인 정책 전문가
그룹(BEPAB)”을 구성하였으며, 2020년 1월 2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원칙 관련
주요 이슈※와 정부 정책 권고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탈중앙화 시스템에서의 책임 소재, 데이터 거버넌스, 법･규제적 확실성, 상호운용성, 디지털
보안, 투명성, 역량 및 일자리의 미래, 사람과 지구 중심 목표와의 부합 및 발전 등
❍ OECD 사무국은 ‘블록체인 원칙’을 마련하여, 2020.5월까지 OECD 이사회 승인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됨.
<주요 내용>
❍ [배경] OECD의 고잉디지털 프로젝트Ⅱ※에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포함한 신기술 연구가 주요 업무로 자리매김함.

※ 성장 및 복지 등 디지털 혜택 실현을 위한 OECD의 통합 프로젝트(2019～2020년)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가 주관하고 경쟁, 노동, 소비자, 조세 등 OECD 내 20개
위원회가 공동 참여, 주요 3가지 주제는 ① 디지털 변혁, ② 인공지능, ③ 블록체인

❍ [블록체인 정책센터(BPC) 설립] OECD 사무국은 2018년에 블록체인 정책센터(Blockchain
Policy Centre)를 수립하고 관련 작업 전반에 대응 중임.
- (주요 활동) △금융, 공급망, 정부 및 공공재, 블록체인 거버넌스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진행, △2019년 9월, 제2차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포럼 개최(80여 개국 1,600명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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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원칙 수립 추진] 현재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원장기술(DLT) 혁신 및
채택을 위한 국제 표준 및 규제가 부재함에 따라, OECD는 2019년 5월 OECD 각료
회의(MCM)에서 채택하였던 “AI 권고안”과 유사한 형태의 “블록체인 원칙(Blockchain
Principle)” 수립을 추진 중임.
-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자문 위원회(BEPAB) 구성) 블록체인 원칙 초안 마련을 위해
2019년에 45개국·단체의 민·관·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Blockchain Experts Policy Advisory Board)을 결성하였으며,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2020.1.16일~17일 파리 OECD 본부에서 회의(주재: OECD 금융시장위원회의장
Aerdt Houben)를 개최함.
❍ [블록체인 원칙 수립 관련 주요 이슈] 금번 BEPAB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국의 대표단들이 제출한 서면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음.
- ① 탈중앙화 시스템에서의 책임 소재(Accountability in decentralized systems); 기존의
정책과 규제는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에 기반하고 있는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시스템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는 개별 국가의
정책과 규제의 대상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못하며, 이는 법적 효력 관할 지역의
불확실성 문제도 야기
- ②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 (DLT)은 기술의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를 많은 주체들이 기록, 공유, 관리하는바, 기존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관련 제도 등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이슈가 제기
- ③ 법·규제적 확실성(Legal and Regulatory Certainty); 아직까지 블록체인을 명확
하게 규정하는 법·규제가 확립되지 않아 투자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동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명확한 법적 상태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될 필요
- ④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한 블록체인의 사용자가 다른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이동권(Data Portability) 등 확립된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보와 지적재산권 문제(IPR)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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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디지털 보안(Digital Security); 블록체인의 근간이 위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므로 해킹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
하며, 향후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 등이 블록체인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⑥ 투명성(Transparency); 각 블록체인별로 프로토콜 등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⑦ 역량 및 일자리의 미래(Skills and the future of work); 신기술 도입이 가져올
변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직업 전환 지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정책 및 규제 당국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⑧ 사람과 지구 중심 목표와의 부합 및 발전(Compatibility with, and advancement
of, broader objectives for people and the planet);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은
사람과 지구 전반에 이로워야 하며,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개발, 경제·사회·
성적 격차 해소, 자연환경 보호 등이 포함
❍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 사무국은 2019년 5월 OECD의 “인공지능 권고안”
에서 정부에 대한 5가지 정책 권고와 유사한 구조로 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전문가
들은 블록체인에 특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1) 블럭체인 R&D 투자, 2) 블럭체인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블록체인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지원, 4) 인적 역량의 구축과 노동시장 변혁에 대한 대비, 5) 신뢰
할 수 있는 블럭체인을 위한 국제 협력

❍ [향후 일정] (2020.2월 초~중순) OECD 사무국 블록체인 원칙 초안 마련,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BEPAB) 회람 및 의견수렴 → (2020.2.27.~28.)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
(BEPAB) 미팅 (파리 OECD 본부) → (2020.4~5월) OECD 이사회 승인 및 각료
이사회(MCM)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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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생산자조직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tudy on Producer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in the olive oil, beef and veal and arable crops sectors”(2018.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이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판로 확보,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교육·훈련 기회, 재원 조달
가능성과 같은 비시장적 요인들도 중요한 원인이었음.

※ (조사기간 및 대상) 2017년 8～12월 / 20개 회원국에 있는 226개 조직(203개 생산자조직
(PO), 23개 생산자조직연합(APO))

❍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직들 중에서 90% 이상이 공동 판매전략 수립, 계약 및 교섭,
수량·품질 계획 수립 등 상품화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상품화 활동을 하는 조직들
중에 92%는 기타 추가적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활동에는 품질관리, 원료조달, 유통･운송, 기자재 조달, 포장, 폐기물 관리, 라벨링,
홍보 등이 포함됨.

- 대부분은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해 생산성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장 안정화와
같은 공동농업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조직 설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정부 혹은 조직으로부터 지원 부족, 성공적 사례 부족
이었으며, 신생조직(2004년 이후 설립)일수록 이러한 방해요인을 많이 언급했음.
또한, 상호 신뢰 부족, 인센티브 책정의 어려움, 직접 판매처를 결정하고 싶은 욕구
등도 생산자조직 설립에 장애였음.
❍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조직이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교섭력 부족,
자본 부족, 상품 이질성,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조직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이며, 기타 추가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승인(recognition)※받지 않은 생산자조직 중 절반 정도가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승인에 따른 편익이 불분명하고, 좋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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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생산자조직을 승인하고 지원함. 승인 요건에는
생산자 주도 결성, 생산자조직 목적 추구, 최소 조직원 확보, 최소 판매된 생산가치
(VMP) 확보 등이 있음.
- 또한, 최소요건 충족, 지원 과정의 어려움, (승인 이후) 당국의 제재·감독 가능성을
언급한 조직도 있었음.
❍ 승인된 생산자조직은 승인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신뢰성 향상,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적 안정성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품목별 생산법 및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 일본 농림수산성 「品目ごとの生産のあり方及び食料政策等に関する主な論点と対応方向」
(2020.2.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법 및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13일에는 품목별 생산법 및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품목별 생산법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구분

벼

주요 논점

대응 방향

• 매년 감소하는 쌀 수요에 대한 생산·소비
면에서의 대응
• 보리, 콩 생산량 증가를 위한 생산 및 기술
대응, 수요에 맞는 품종 및 기술 개발·보급
• 콩의 연작장애※에 대한 대응
※ 같은 작물을 연속으로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
• 향후 사료용 쌀의 생산 방향
• 벼를 고수익작물로 전환

• 벼 생산 시 생산자가 판단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
판매 추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보리·콩, 가공·
업소용 채소 등으로 전환 가속화
- (주식용 쌀) 사전계약 등에 의한 안정적 거래를 통해
실수요에 맞는 생산·판매 추진, 간편식·외식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
- (보리·콩) 생산 확대를 위해 실수요자와 연구자
연계를 통한 품종 개발 촉진
- (사료용 쌀) 축산물 브랜드화,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생산·공급 추진
- (가공·업소용 채소) 다양하게 논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정비, 재배기술 및 농기계·시설 도입, 판로
확보 등을 통한 생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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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 소고기·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육우·
생산기반 강화
낙농 생산 확대 및 환경 정비, 이를 통해 차세대에
계승 가능한 지속적인 생산기반 형성
• 생산기반 강화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축산

• 생산성 향상(노동력 절감·노동 시간 감축 등) 추진 - (육우·낙농) 가축 배설물 관리 및 이용 추진, 생산
현장과 연계한 유통구조 정비를 통한 생산 확대
• 국산 사료 생산 확대 추진
- (생산기반 강화) 규모에 관계 없이 지역 주요 농업인
• 와규(和牛) 유전자 보호
(후계자) 지원
- (생산성 향상) 농기계 도입 및 위탁농업 등 외부 지원
조직 활용 추진
- (국산 사료) 국산농후사료 생산 이용 추진, 외부
지원조직의 ICT화 등에 의한 작업 효율화
- (유전자 보호) 와규 유전자원 유출을 방지 및 지적
재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구
• 농업종사자 감소 등, 노동력 부족 대응
• 논을 활용한 고수익작물 산지 육성 추진
• 가공·업소용 채소 등의 수요 대응
• 효율적인 수송·유통 추진 방법
• 지역에 맞는 품종·기술개발 도입 및 보급

원예

• 원예작물의 해외시장 및 가공·업소용 수요에 대응
가능한 산지 육성,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에 의한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
- (논 활용) 새로운 가공·업소용 작물 산지 육성, 다수의
생산지를 연계하는 거점 사업자 육성, 저장·가공·
물류 거점 인프라 정비
- (품종 개발 및 기술도입) 가공·업소용 수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보급,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 (노동력)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에 의한 노동력
절감·효율화, 작업지원조직 육성 및 산지 간
인력 공유 등을 통한 노동력 확보

• 스마트 농업 도입 추진(조건불리지역 포함) • 스마트 농업의 효과 및 비용을 검증·공표, 스마트
•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농업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농업지원
비즈니스 창출
있도록 농업 지원서비스 활용 추진
• 데이터 구동형 농업의 추진 방법 및 서플라이 - (스마트 농업 도입) 자율주행 농기계를 이용하기
쉽도록 농지 정비, 소관 부처와 연계하여 농업·
스마트 농업 체인 전체로 확대 추진
농촌에서 ICT 활용에 필요한 정보통신환경 정비
검토,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재검토
- 데이터 기반 농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 푸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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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1조 엔 목표 실현을 • 상황 분석을 토대로 수출액 1조 엔 달성이라는 목표
위한 대책
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확대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책 강화
• 수출을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결
• 해외수요 확보(상품뿐만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 수출액 목표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의 식품안전규정에
대응 강화, 생산기반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대책 검토
식품산업 등 활용)
농림수산물
- 가공식품 판매가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식품 수출
가공식품 생산 시 국산 농림수산물 이용 추진
- 해외에서의 품종등록을 촉진하고 신품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종묘법 개정
- 물질적 상품의 수출뿐만이 아닌 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농림어업인·식품사업자의 해외 활동 추진
•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 식량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장래에 국민
식량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농업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농업생산 증대, 식품과
• 돼지콜레라(C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농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가축 질병 대책 강화

- 타 국가의 작황 모니터링 정밀화, 일본의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
식량 안보 • 소비자와 식품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추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
- 철저한 사육 위생관리 및 해외에서 발생 상황 확인
등을 통한 수해 대책 추진
- 소비자와 농업인 교류기회 확대, 식습관 변화에
대응한 식생활교육 추진
•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 - 모든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식품손실 감소 등 환경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종 및 품목
정책 추진
전환(아열대성 작물 등)을 포함한 대응기술 개발·
• 농업 분야가 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
보급 추진

환경정책

- 식품손실 감소 추진법에 입각하여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대응 추진
-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및 품종 개발,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및 농기계 도입 촉진
• 식량·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 농협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자기개혁 촉진,
농촌 지역 생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 수행
농협, 농업위원회※의 역할

관련 단체

※ 농지법에 근거하여 매매·대차 허가, 유휴 - 농업위원회는 사람·농지플랜(지역 농업 목표 계획)
농지 조사·지도 등을 중심으로 농지에 관한
실용화, 황폐농지의 실태 파악 및 발생 억제, 원활한
업무를 시행하는 행정 위원회(기초자치단체에
경영 계승 등 농지 관련 과제 해결에 중심적 역할
설치되어 있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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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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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농식품부)
❍ 2020년 2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농식품부
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은 공익직불제 미비점 외에도 아프
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농가 경영 어려움,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촉구
<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농지 분할(쪼개기) 문제 등 제도 미비점 보완 및 홍보
등의 점검을 농정 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집중
- (박완주 의원)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부정
수급 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농지를 가족 구성원이 분할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이를 악용한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
- (김현권 의원) “공익직불제가 소농에 대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한 가족이라도
경영체를 분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가 분할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
- (경대수 의원)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홍보 문제도 지적하며 “공익직불제 하위
법령이 정해지면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특히
밭은 80%가 비진흥구역에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 김현수 장관은 “같은 세대 내에선 결혼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밀한 대책을 고심 중”이라며 “2020년 4월 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그 이전에 세부시행방안을 정확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여, 구체적인 단가 확정은 직불금 신청 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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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내 분할의 경우 “결혼 이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농지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
-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올해 1~2월에만 50여 차례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해 거의 결론에 도달한 상태”
라며 “0.5㏊ 이하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 수준의 소농직불금을 도입하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지급 단가가 개선되는 만큼, 직불금 수령자의 공익증진 활동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
하고, 농지관리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부연 설명
-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고시가 정립되는 시점과 관련해선 “2020년 2월 말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고시까지 나오려면 4월 말이 돼야 한다”
면서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TF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조 4,000억 원이라는 재정을 딱 맞춰야 하는데 단가 확정 시기를 두고선 실제
신청을 받아봐야 단가를 완전히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해
- 홍보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마무리
이후 2020년 5월 직불금 신청받기 전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여·야 의원들은 공익직불제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ASF 차단을 위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북부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여전히 검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양돈 농가로의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포획과
폐사체 수색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
- 또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과 사람이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
이었다”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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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전까지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
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살처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언급
<코로나19>
❍ ASF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위축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 (김태흠 의원) “2020년 1월 21일 우한폐렴 확진자 발생 이후 1kg당 평균 도매가가
2,994원으로 전년 3,505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이라며,
“돼지 한 마리당 생산원가가 32만 원인데 도매가가 최대 13만 원 떨어지면서
양돈업계 도산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재고
감축을 위한 긴급 수매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김종회 의원) “양돈농가들이 마리당 8~10만 원의 손해를 보는 등 돼지농가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며 “영세 농가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
❍ 김현수 장관은 정부의 수매 방침과 관련해 “수매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매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돈이
많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직접적인 지원 등을 통한 단기 대책
보다 장기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
- “최근 소비가 급감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육마릿수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양돈협회, 농협중앙회와도 모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모돈 10만 마리 감축 등 장기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단기 대책과 관련해선 “(돼지고기) 할인 행사, 군부대
등 단체급식 확대를 협의 중이다. 군부대는 20%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 농가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돼지 수매와 비축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매보다는 농가의 모돈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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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내 통관, 물류 지연 등이
농식품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가 최소화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 “대(對) 중국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물류 지원과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겠다”면서 “외식업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
하는 등 외식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언급
<기타>
❍ 이 외에도 축산분야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2020년 3월 시행과 관련해
강석진 의원은 “현장 농가들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 유예할 수 없냐는
목소리들이 많고, 20두 이하 소를 키우는 영세 농가들을 제외해 달라는 얘기도
많다”고 지적
-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유예보다는 계도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농가와 1일 300㎏
미만 분뇨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 화훼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과 각종 행사가 줄줄이 축소·취소돼 꽃다발용
판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꽃 소비에
앞장서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도 시행했다”고 부연 설명
자료: “김현수 “코로나19로 中 통관 지연…농식품 피해 최소화에 만전””(MBC,
2020.2.18.), “신종 코로나, 외식업계 ‘울상’에 농산물 가격도 ‘불안’”(news1,
2020.2.18.),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코로나19 농가피해 책임있는 대응책 필요”
(농수축산신문, 2020.2.18.), “김현수 “코로나19로 中 통관 지연…농식품
피해 최소화에 만전””(연합뉴스, 2020.2.18.),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농지 쪼개기 막을 방안 있나”…공익직불제 점검 질의 쏟아져”(한국농어민
신문, 2020.2.18.),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코로나19發 농식품 피해 최소화
노력””(헤럴드경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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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한-중ㆍ한-베트남 FTA 5년 교역 동향
자료 : 관세청(2020.2.20.)

개요
❍ [관세청, 한-중·한-베트남 FTA 발효 5년 교역 현황 분석·발표, 2020.2.20.] 관세청은
20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
- (주요 내용)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하였으며,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교역 동향]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 달러·692억 달러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0,456억 달러)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교역 추이(단위: 억 달러, %)❙
교역
대중국
대베트남
전 세계

2015
2,274
(△3.4)
376
(23.7)
9,633
(△12.3)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016
2,114
(△7.0)
451
(19.9)
9,015
(△6.4)

2017
2,400
(13.5)
639
(41.7)
10,521
(16.7)

2018
2,686
(11.9)
683
(6.9)
11,401
(8.4)

2019
2,434
(△9.4)
692
(1.3)
10,456
(△8.3)

연평균 증가율
1.7
16.5
2.1

- (중국)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20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교역 감소(▵8.3%) 폭보다 더 크게
감소(▵9.4%),
- (베트남)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였으며, FTA 발효
5년 차인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84% 증가(376억 달러 → 692억 달러)하는 등 우리
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
❍ [전년 대비 수출입 동향]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 달러·272억 달러 흑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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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 세계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
(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때문
-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교역 추이(단위: 억 달러, %)❙
구분
대중국
수출
대베트남
대중국
수입
대베트남
대중국 무역수지
대베트남 무역수지
전 세계 무역수지

2015
1,371
(△5.6)
278
(24.1)
903
(0.2)
98
(22.5)
468
(△15.2)
180
(25.0)
905
(91.7)

2016
1,244
(△9.3)
326
(17.3)
870
(△3.7)
125
(27.6)
374
(△20.1)
201
(11.7)
894
(△1.2)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017
1,421
(14.2)
477
(46.3)
979
(12.5)
162
(29.6)
442
(18.2)
315
(56.7)
953
(6.6)

2018
1,622
(14.1)
486
(1.9)
1,064
(8.7)
197
(21.6)
558
(26.2)
289
(△8.3)
700
(△26.5)

2019
1,362
(△16.0)
482
(△0.8)
1,072
(0.8)
210
(6.6)
290
(△48.0)
272
(△5.9)
390
(△44.3)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수출입 현황(단위: 억 달러, %)❙
구분
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2015
2,273
1,199
1,138
1,053
376

전 세계

9,633

교역
2019
2,434
1,513
1,352
1,086
692
10,45
6

증감률
7.1
26.2
18.8
3.1
84.0

2015
1,371
749
698
481
278

수출
2019
1,362
951
733
528
482

8.5

5,269

5,423

증감률
▵0.7
27.0
5.0
9.8
73.4
2.9

2015
902
450
440
572
98

수입
2019
1,072
562
619
558
210

증감률
18.8
24.9
40.7
▵2.4
114.3

4,364

5,033

15.3

❍ [품목별 수출입]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
- (수출)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 2019년 대베트남 상위 4대 수출품목 모두 전자부품 관련이며, 전체 수출의 49.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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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베트남 수출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단위: 백만 달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대중국 수출금액
품목명
2015
반도체
27,755
평판DP
15,304
석유제품
4,419
합성수지
6,317
석유화학중간원료
5,789
광학기기
2,247
반도체제조용장비
1,843
기초유분
2,578
컴퓨터
3,298
비누치약및화장품
1,224
10대품목 비중
51.6%
전체
137,124

2019
37,327
9,180
7,589
7,036
5,848
3,500
3,459
3,309
3,178
3,087
61.3%
136,213

※ 20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대베트남 수출금액
품목명
2015
반도체
2,870
평판DP
254
무선통신기기
4,249
전자기구부품
1,233
석유제품
328
합성수지
1,110
플라스틱제품
740
철강판
839
편직물
977
자동차
1,136
10대 품목 비중
49.5%
전체
27,771

2019
10,730
7,970
2,933
2,230
2,194
1,624
1,210
1,158
996
991
66.5%
48,178

- (수입)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
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

※ (2015) 113.5억 달러 → (2016) 112.6 → (2017) 132.5 → (2018) 162.6 → (2019) 183.1
※※ (2015) 14.7억 달러 → (2016) 31.5 → (2017) 39.6 → (2018) 48.4 → (2019) 56.9
❙대중국·베트남 수입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단위: 백만 달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대중국 수입금액
품목명
2015
반도체
11,353
컴퓨터
5,384
무선통신기기
8,396
정밀화학원료
3,133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3,439
철강판
4,187
평판 DP
3,001
신변잡화
자동차부품
1,237
10대품목 비중
44.5%
전체
90,250

2019
18,312
6,801
6,106
5,455
3,829
3,664
3,467
2,555
2,416
1,560
50.5%
107,220

※ 20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대베트남 수입금액
품목명
2015
무선통신기기
1,471
의류
2,221
신변잡화
평판 DP
124
컴퓨터
400
목재류
348
기구부품
205
산업용 전기기기
반도체
111
영상기기
150
10대품목 비중
51.3%
전체
9,804

2019
5,691
3,646
1,228
1,197
679
657
512
479
471
356
70.8%
21,071

- (수출입 다변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
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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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
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
에서 고르게 증가

※ (생활용품) (수출) 중국 195개･베트남 201개 증가 / (수입) 중국 272개･베트남 186개 증가
※※
･
･
(농림수산물) (수출) 중국 73개 베트남 162개 증가 / (수입) 중국 105개 베트남 366개 증가

❍ [FTA 활용] 2019년 말 기준 한·중국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 간
활용률 격차가 커
- 한·중국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하여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트남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 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요인

※ 5년 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은 미국 92.8%, EU 99.6%, 캐나다 89.4% 등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40.5%로 타 협정에 비해 낮은 편(품목수 기준)
❍ [통관애로]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

※ (2019 통관애로 현황) 중국 25건, 베트남 22건으로 전체 통관애로(111건) 중 42.3% 차지

-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 관세청은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 (기대 효과)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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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
자료 : 기상청(2020.2.19.)

개요
❍ [기상청,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2020.2.19.]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3개 기관)와 합동으로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10주년
특별판)를 발간하였으며,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의 한반도 기후를
되짚고 대표적 이상기후 현상을 정리해 수록

※ 보고서 다운로드: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 열린마당 → 발간물
※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 공동 주관으로 첫 발간 후, 국무조정실과 매년 발간

주요 내용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 일수(33℃
이상)는 평균 10회(2000년대)에서 평균 15회 이상(2010년대)으로 증가
- 지난 10년(2010년대)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폭염, △열대야,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폭염은 매해 발생
- 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 길고 강한 한파가 발생했으며, 후반에는
장기간 가뭄이 지속
❍ [2019년 폭염] 연평균기온이 13.5℃로 평년(12.5℃)보다 높았고, 2016년(13.6℃)에 이어
역대(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던 해였으며, 전 세계 평균기온도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해(2016 대비 –0.04℃, 평년 대비 +0.6℃)로 기록
- 폭염은 2018년에 비해 심하지 않았지만,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자주 받은 4월과
6~7월을 제외한 모든 달 기온이 평년보다 1.1~1.6℃ 높아, 연평균기온은 높아
- 2019년 전국 폭염 일수는 13.3일로 2018년(31.4일)의 41%, 열대야 일수는 10.5일로
2018년(17.7일)의 59% 수준
- △온열질환자수는 1,841명(사망 11명), △가축피해,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2018년 대비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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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태풍] 근대 기상업무(1904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영향 태풍 수를 기록
- 태풍 링링(LINGLING)과 미탁(MITAG)의 영향으로 28명의 인명 피해와 2,0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태풍 미탁(MITAG)의 경우 울진에서 시간당 강수량 104.5mm를 기록하여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
❙지난 10년간 대표적 이상기후 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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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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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