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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2020년 정부업무보고 (통일부 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대책
2020년산 마늘 수급 안정대책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2021년 벼·콩 등 하계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대상지역 선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주요 요인과 정책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개관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언론 동향 ❙ 2020년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농정 이슈

▮통계·조사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OECD 중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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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2020.2.28.)·농림축산식품부(2020.3.5.)·보건복지부(2020.3.6.)

개요
❍ [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확정·
발표, 2020.2.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20.2.28.)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
- (기본 방향) 행정부/유관기관 스스로 즉시 시행 가능한 대안 중심으로 ① 철저한
방역 지원, ②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③ 소비 투자 진작에 방점
① 현장 요구가 크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 → 전달체계 활용, 행정비용 최소화도 감안
하며 선별※
※ (예)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확대 등
② 방역과 피해극복이 최우선이나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한 선제적 소비 및 투자 진작책※도 최대한
강구
※ (예) 5대 소비쿠폰 제공,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③ 과감한 세제지원(간이과세자 지원, 소득공제 2배 등)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다만 최소한의 재정원칙은 고려

주요 내용
1.

국민안전-방역체계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 원※ 신속 집행
2020.2.18일 국무회의 1,041억 원 / 2020.2.25일 국무회의 51억 원

※

❍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8~0.9조 원 추가
지원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 지원(21억 원)
임시로 설치 가능한 칸막이를 통해 발열 호흡기 관련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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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 (50% 공적 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2020.2.25.
국무회의 의결)하여 국내생산량의 90% 국내공급 추진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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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 장 공급,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 1,000만 장※ 우선 공급
약국(24,000개소), 농협(서울 경기제외, 1,900개소), 우체국(읍면, 1,400개소), 공영홈쇼핑
등 2020.2.26일～3.1일간 공급물량 500만 장 + 기존 공급물량 500만 장

※

･

❍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 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
(81억 원)하고,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 개 추가 공급(26억 원)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 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
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

※

2.

･

민생경제 안정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조 원 → 3.2, +2.0조 원)
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약 0.8% → 0.5)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 원으로 대폭 확대(0.02조 원 → 1.4,
+1.4조 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 → 1.5, △0.8%p)
❍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 간이과세 방식: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

❍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 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 원까지 확대※(3조 원 → 6, +3조 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 → 10로 한시 상향(2020.3월부터 적용, 4개월간)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광역) 3,000억 원 6,000, (기초) 300억 원 600

※

→

→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월 70만 원 → 100)하고, 발행 규모 확대(2.5조 원
→ 3.0, +0.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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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협약서
(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
❍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020.2.21.)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
❍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213억 원)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 가능

※

※※ ➊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➌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➍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
활동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3.

경제활력 보강

❍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6월, 100만 원限, 세수감
△4,700억 원)
❍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
◈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추경으로 추진)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현행) 월 27만 원 지급 → (개선) 현금 18.9만 원+상품권 14만 원
= 32.9만 원
◈ (휴가 쿠폰)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 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
(8만 명 → 12만 명)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 (문화 쿠폰) 저소득층 대상 9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161만 명 → 171만 명)
◈ (관광 쿠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 원)
신규 지급(6만 명)
◈ (출산 쿠폰) 임산부에게 월 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4.5만 명
→ 8.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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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긴급판촉 지원(33억 원)

※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 對중국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 2020년 3,481억 원 + 추가 200억 원 (금리 2.5～3.0% → 2.0～2.5%(△0.5%p))

4.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 예비비 투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 추진
❍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국회통과 시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①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② 방역체계 고도화, ③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 추진
정부는 2020.3.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참고: 인포그래픽)

※
※

❍ 상반기 내 재정 3대 분야 조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
- (중앙)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4분기 중 32% 이상 조기집행 추진※
관리대상규모(조 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2019) 291.9<61.0%> (2020) 305.5<62.0%>

※

- (지방)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상반기 중 60%, 1/4분기 중
27% 이상 조기집행 추진※
관리대상규모(조 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2019) 199.1<58.5%> (2020) 227.6<60.0%>

※

- (지방교육) 상반기 중 63%, 1/4분기 중 32% 이상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 등 밀착 관리※
관리대상규모(조 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2019) 19.7<62.0%> (2020) 20.6<6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3.6.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3.5.(목) 0시 기준
3.6.(금) 0시 기준
변동

146,541
164,740
+18,199

확진환자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5,766
88 5,643
6,284
108 6,134
+518
+2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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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5
42
+7

계
140,775
158,456
+17,681

검사현황
검사 중 결과 음성
21,810 118,965
21,832 136,624
+22 +1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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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2020.2.28.)(http://www.moe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인포그래픽❙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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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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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분야 재정지원 확대(2020.3.5.)
❍ [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분야 재정지원 확대 추진, 2020.3.5.]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① 화훼소비, ② 식품·외식, ③ 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 원을 지원

※ 2020.3.4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했던 대책들을 신속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지원 분야
지원 내용
① 화훼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특수학교 ‘1교실1꽃병’ 지원 등
② 식품·외식업체 지원 식품외식업 운영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③ 농식품 수출지원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확대

❍ [화훼소비 촉진] 졸업·입학식 축소·취소 등 영향이 있는 화훼농가 피해극복을 지원
- 그동안 추진해온 ‘1책상 1꽃병 운동’, 꽃 생활화 홍보·교육,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20년: 70억 원) 금리를 인하(1.5% → 1.0%)하고,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 판촉행사를 추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1
꽃병(화분)’도 지원(16억 원)할 계획

※ 화훼농가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유도하고 공판장으로의 출하촉진을 위한 농가 융자
지원, 1년 상환

❍ [식품·외식기업 지원] 식품 수출 및 외식소비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체를 지원
- 농산물 원료구매 비용 등 운영자금 지원 융자규모를 200억 원 추가 확대(1,240억 원
→ 1,440)하고, 금리도 현행 2.5~3.0%에서 2.0~2.5%※로 인하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 농업경영체 외 기업은 2.5%
❍ [수출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원료구매자금을 당초 대비 200억 원 확대
(3,481억 원 → 3,681) 지원,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적용금리도 0.5%p 인하※

※ 고정금리 2.5%～3.0%(또는 변동금리)에서 실적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는 0.5%p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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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긴급판촉에 33억 원을 추가 지원(106억 원 → 139)하고, 항공·선박 운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권 및 신남방
국가※※ 등에 수출 시 물류비를 추가로 34억 원 지원(412억 원 → 446)할 계획

※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 홍콩(마카오),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 아울러,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우려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
- 2020년도 신규로 지원(91억 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도 당초 4.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예정

※ 2019.11월 시범지역 16개 기(旣) 선정((광역) 충북, 제주/ (기초) 대전 대덕, 부천, 천안,
아산, 홍성, 군산, 나주, 순천, 장성, 해남, 신안, 안동, 예천, 김해)
❙코로나19 대응 대책 관련 농식품부 추가 재정지원 계획(단위: 억 원)❙
분야
합계
1. 기금자체변경 소계

2020년
예산
추가소요
5,357
482.5+α
5,266
482.5

① 농식품 수출지원

3,999

266.7

② 식품·외식업체 지원

1,240

200

③ 화훼소비 촉진

27

15.8

2. 예비비 활용 소계
④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91

미정

91

미정

지원내용

- 수출업체 마케팅 지원 33억 원
- 수출물류비 지원 34억 원
- 수출업체 농식품원료구매지원 200억 원
- 원료구매자금 고정금리 인하
※ 현행: 2.5~3.0% → 변경: 2.0~2.5%, (0.5%p↓)
- 외식업 운영자금 지원확대
- 식품제조업체 가공원료매입 지원확대
- 운영 및 가공원료매입 자금 고정금리 인하
※ 현행: 2.5~3.0% → 변경: 2.0~2.5%, (0.5%p↓)
- 온·오프라인 판촉 등 마케팅 지원
-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고정금 인하
※ 현행: 1.5% → 변경: 1.0%, (0.5%p↓)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확대
※ 현행: 4.5만 명 → 변경: 8만 명, (3.5만 명↑)

※ 상기 내용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기획재정부, 2020.2.28.)에 포함
- 농산물 수출지원: 2020.2.26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총력지원),
- 식품･외식업체 지원: 2020.2.17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지원방안),
- 화훼소비 촉진: 2020.2.12일 농식품부 대책(CV 대응 화훼소비 촉진 대책) 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향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분야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을 세우고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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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 영향
❍ 코로나19가 중국 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 중 → 중국을 중심
으로 세계경제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국경제] 내수위축, 생산차질 등에 따른 성장 둔화 불가피※

※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 (2003.1/4) 11.1 → (2/4) 9.1 →
(3/4) 10.0 → (4/4) 10.0

- (내수위축) 도시 간 이동제한, 해외여행 금지, 경제심리 위축 등※ → 서비스업(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업 등) 및 소비 위축

※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여행 금지(2020.1.25.) 및 개별여행 자제령(2020.1.28.) 등 시행
- (생산 수출 감소) 공장 가동 중지 및 가동률 저하※ 등 → 생산차질 및 수출 둔화

※ 춘절연휴 연장(2020.1.24.～30. → 2.9.) 등에 따른 공장가동 중지
※ 2020.2.10일부터 공장가동 재개, but 근로자 출근율 60% 수준 → 가동률 저하

- 이로 인해 1/4분기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

※ IB들은 중국 1/4분기 GDP 영향을 당초 △1%p 내외 → 최근 △2～△3%p 수준까지 추정
<바클레이즈(5.8% → 4.0), 노무라(5.8% → 3.0), 골드만삭스(5.6% → 2.5)>
❍ [세계경제] 사태 지속기간 등이 관건, 최근 사태 장기화 전망 증가
- 중국인 관광객 비중※ 및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중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의 약 9%, 관광 지출액의 약 18% 차지
- 특히, 글로벌 벨류체인 상 중국경제 비중 확대※ → 세계경제 영향 확대

※ 세계경제/교역에서 중국경제 비중(%, IMF): (2003) 4.3/5.6 → (2019) 16.3/11.8

- IMF 등 주요기관들은 아직까지는 2/4분기 내 중국경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 다만, 최근 IMF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L자형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IB들도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

※ IMF 성장전망(%, 20202.27.): (세계경제) 3.3 → 3.2<△0.1%p>, (중국) 6.0 → 5.6<△0.4%p>
※※ IMF 및 월가 투자자들도 코로나19를 가장 심각한 Risk요인/Uncertainty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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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자료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2020.3.5.)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
선정, 2020.3.5.]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
약지역 생 여 개조사업: 약지역의
들이 최소한의 의 (
)을
보장받을 수 있도 생 여 을 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
약지역을 정하여 지원

※취

활건
취
주민
록 활건 선

삶 질 National Minimum
터취
선

-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2020년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 원, 농어촌 약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
(시 도별) 전 29개소, 경 23개소, 경 19개소,
15개소 등

※ ･

남

남

북

충북

- (향후 계획)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국가발전균형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농어촌: 농식품부, 도시: 국토교통부)
◈ (사업예산) 2020년 국비 1,095억 원
- 2017~2019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675억 원, 2020년 신규사업 420억 원
◈ (사업기간) 농어촌 3년 이내(~2022년), 도시 4년 이내(~2023년)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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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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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0년 정부업무보고 (통일부 외)
자료 : 통일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2020.3.3.)·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2020.3.5.)

❍ [통일부, 「2020년 업무계획」 보고, 2020.3.3.] 통일부는 2020년 3월 3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
- (추진 방향) △보건·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확보, △교류
협력 다변화·다각화를 통해 평화경제 실현 토대 조성,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통일부)❙
➊ 평화를 누리고 확산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만들어 갑니다.
• 역사·문화·환경·생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시범사업 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우리 국민들이 북한 방문을 비롯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 간 인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과 개성 등을 방문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 승인과 통행 지원, 「북한 방문 지원센터」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➌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철도는 우리 측 단절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철도
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 남·북·중, 남·북·러 등 주변국과 함께하는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지식공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 보건, 재난, 산림, 환경 등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북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센터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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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➍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북한 인권 증진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통합지향적 정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➎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평화·통일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인천 통일+센터(통일플러스센터)의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2021년부터 영·호남 등 단계적으로 확
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등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요국 한반도 연구자를 지원
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통일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3.3.] 2020년 3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업무추진 방향❙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비전
목표

국가 청렴 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 생활 속 청렴·공정
문화 정착

주요계획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정책과제
•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
•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 위법·부당,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 적극적 현장소통·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
•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협업 강화
• 정책의 생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
• 과학적 민원분석·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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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국민권익위원회)❙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충과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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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3.4.]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 (불법사금융 근절)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맞춤형 금융지원)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창업･일자리 지원) 청년층창업을 적극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금융접근성 강화) 청년층 금융접근성을 저해하는 차별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소
※ (금융교육 강화)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보고 중 포용금융 추진과제❙
핵심과제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세부과제

세부내용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수요자 중심 서민금융

공급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
소비자신용법 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선
판매규제/내부통제/분쟁조정/감독시스템
제출서류 간소화
콘텐츠/전달채널/교육인력/추진체계
자영업자 재기 지원
고령층 금융접근성 강화
고령층 금융교육 강화
소외방지/사기피해/보조장치
주거비·생활비 지원
금융 소외 방지 및 재기 지원
사전예방/단속·처벌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사회적금융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실생활밀접 금융개선
금융교육체계 개편
자영업자 경영애로 대응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장애인 소외·차별방지
청년 경제자립 지원

금융부문 공정성·
책임성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근절
지속가능금융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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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3.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3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
( 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
제고, ( 도적 문화국가) 신한 로 국
( ) 신장, (품격 있는 국 의 ) 문화향유로 국 행복 대, ( 기 문화 체육 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

※풍
國力

민 삶
축

활력

선

류 력
민 확 활찬 ･ ･

- (중점 추진 방향)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
❙2020년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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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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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0년 업무계획」 보고, 2020.3.5.]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정책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제시
다양성 존중과 실 적 성 세대 등 실
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
△믿

질 ･ 평 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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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3.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도 극대화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분야별 핵심과제❙
3대 분야

공정경제
포용기반

6대 핵심과제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 불공정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 규제 밖에 놓여있던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
• 乙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 보강
• 유형별 정보 제공을 통해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
•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정보 제공 확대
•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 동태적 경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M&A정책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 신산업, 성장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혁신경쟁
활력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 서민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엄중 제재
• 국민생활 접점 분야 경쟁 제한적 규제 중점 개선
-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 실현
• 신유형 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기반마련
• 고질적 취약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 공정과 상생 중심의 계약문화 확산
•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소비자 중심경영 문화 확산
•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자진 시정에 앞장서는 여건 조성
• 공정경제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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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대책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3.2.)

개요
❍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및 강화대책 발표, 2020.3.2.] 정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019.11.1.)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붙임)를 설정하여 2019.12월부터 이행 중

주요 상황
❍ [초미세먼지 상황] 2019.12월~2020.2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고농도 일수 대폭 감소(11일 → 2) 등 개선※

※ 2019.12월부터 2020.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하고, 좋음 일수는 2배로 증가(10일 → 20), 나쁨 일수는 13% 감소(24일 →
21),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감소

❍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중국 생태환경부 발표 등)]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0.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 한 것으로
발표(2020.2.15.)

※ 2019.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66㎍/㎥ → 2020.1월 64㎍/㎥

계절관리제 부문별 3월 강화대책
❍ 2020년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

※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 (12∼2월) 31 → (3월) 36
※※ 2019.3월 초 7일(3.1.∼7.)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례 등

❍ [발전부문]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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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

※ 세부내용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감축 확대”(2020.3.1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 전년 동기 대비 2019.12.1일∼2020.2.24일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
(39%↓)

❍ [산업부문]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

※ 전년 동기 대비 2019.12.1일∼2020.2.24일까지 대형사업장(98개소)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933톤(29%↓) (하위 50% 사업장 평균 감축률은 7.2%)
-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천 명까지(2월 말
9백여 명) 확대
- 또한, 이미 운용 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
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
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
-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 다만, 3월 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
- 항만·해운 분야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
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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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산항에 4개소, 여수･광양항에 2개소 설치･운영 중
※※ 전년 동기 대비 2019.12.1일∼2020.2.24일까지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외항선박 연료 품질기준
강화(황함유량: 기존 3.5% → 변경 0.5%)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3,040톤(35%↓)
❍ [농업부문]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
-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3월
부터 조기 시행※※ (당초 4월부터 시행 예정)

※ 마을별 운영하되, 농업기술센터 보유 파쇄기(1,164대)를 활용하여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 2019.12월∼2020.2월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등을 통해 폐비닐 약 4만 톤 및
폐농약용기 약 1천 톤 수거 / 2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실시(53개 마을)
- 2020년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이 농촌 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

※ 전국 17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329개 운영 중
❍ [국민건강 보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3월에 강화
-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 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
-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2월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 중

※ 17개 시도 330개 도로(1,732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집중관리도로), 국도 16개소
및 고속도로 20개소에(총연장 1,739km) 1일 1회 노견청소, 466개 철도역사, 648개 지하
역사 승강장에 1일 1회 습식청소, 15개 공항여객터미널에 1일 2회 건식･습식 청소 등
- 보건복지부에서 3월 중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을 배포할 계획

※ 동영상, 리플릿 2종, 소책자 2종, 근거보고서 11종 개발･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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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협렵사업 지속 추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사업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
- 2019년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
결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

※ ① 대기오염방지※※정책･기술교류 ② 대기질 예보정보･기술 교류 ④ 대기오염물질 입체
관측, 수치모델
공동연구 ⑤ 환경기술･산업 협력 ⑥ 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
※※ 수치모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복잡한 해양 현상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
❍ [향후 계획] 정부는 3월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2020.3월) 이후
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며,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
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연번

세부과제명

연번
15

세부과제명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16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3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4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18
불법 배출 감시·단속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5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19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6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20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7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21

선박 저속운항 실시

8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2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9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23

17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10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24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11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25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1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26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13 미세먼지 쉼터 운영

27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1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28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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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2020년 2월 추진 실적대비 2020년 3월 추가대책 비교❙
구분
석탄발전
가동축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12월~2020.2월 추진 실적
• 8∼15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등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2019.12.~) 및 • 저속운항 참여 선종 확대※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외항선 저황유 의무화(2020.1.~)
(AMP) 이용률 제고※※
※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 포함
※※ 관련 설비가 설치된 선박 대상이용 권고 등

농촌 영농잔재물 ※ 1,017개 마을 참여
등 수거

학교 미세먼지

• 1,000명으로 확대 운영(3월 초~)

• 드론 36대, 이동차량 18대, 비행선 2대 활용 • VOCs 배출사업장(석유화학, 원유정제) 추가
35개 산단 특별점검 실시
집중점검

• 수거 캠페인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

농촌 불법소각
방지 지도점검

• 21∼28기 가동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서울시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 미세먼지법 및 시도 조례 개정 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상시)
운행제한 시행(계도·홍보)
• 민관합동점검단 935명 운영(2.21일 기준)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2020.3월 추가대책

• 캠페인 확대※ 및 집중수거기간 추가 운영※※
※ 읍·면별 1회 이상 개최, 영농잔재물 처리지원을
위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등
※※ 당초 계획 4~5월 → 3월부터 시행으로 조정

• 시·군 단위 현장 합동점검단 운영

•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 점검지역 및 횟수
확대(농촌 전체지역 대상, 주 2~3회)

•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7.5만 개 모든 •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 실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도로※, 철도대합실※※, 공항터미널※※※ 등 • 서울, 용산역 대합실 대형 청정기 운영(3.1주~)
청소
• 미세먼지 쉼터(7천여 개) 위치정보 공개 확대

기타 국민건강

한중 협력

※ 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 1,732km, 1일 1회
→ 2회 이상
※ 466개 철도역사 648개 지하역사 승강장 습식
청소(1일 1회)
※※※ 15개 공항여객터미널 건식·습십청소(1일 2회)

• 한중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12.27.~)
•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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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한중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 청천
컨퍼런스 개최, 고농도시기 협력 등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20년산 마늘 수급 안정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

❍ [농식품부, 2020년산 마늘 수급 안정대책 추진, 2020.3.2.]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청 예상 재배면적(2019.12월) 결과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실측
조사※(2020.2월) 내용에 따라 20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당초 전화조사 방식을 실 조사로 개 : 전체 표 농가(978호)와 동행 장 방문
pp,
장비 등 용하여 재배면적(전년, 당해년) 실
전년 재배면적에 실
적용 면적
산출

※

측

활

선

본
측→

현 → A GPS
측 증감률

- (전망)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년 대비 9.4% 감소하나, 평년 대비 2% 증가※하고,
마늘 생육은 온화한 월동기 날씨 영향으로 평년보다 매우 양호
면적: ( 년) 24,603
(2019) 27,689 (2020) 25,090(전년 대비 9.4% , 년 대비 2.0% )

※

평

ha →

→

↓평

↑

- (대책) △마늘 구(球) 생성 이전인 3월 내, 500ha 내외 면적 생육단계 사전 면적조절
실시, △비교적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4월 이후, 작황 변동성에 대비하여
작황을 월 2~3회 실측하고, 잦은 강우 등 돌발상황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하여 면밀한 작황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 시 수출지원, 면적조절, 자율수급조절 등
단계적 수급 안정대책 추진
- (양파 재배동향 및 전망) △재배동향…농경연 농업관측본부 재배면적 실측 결과
전·평년 대비 각각 18%, 12% 감소한 17,930ha 전망※, △산지동향…월동기 기온
상승, 적절한 강우 등으로 현재 지상부 생육이 평년보다 좋은 상황으로 수확
시기도 예년보다 10여 일 정도 조기 수확 예상
지 해 황 호조 등에 따 생산량 가로 인한 수 기
보다 재배면적이
소

※ 난 작

큰폭감

른

증

확 낮은 시세 영향 등으로 전년

❙참고: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KREI)(단위: ha, %)❙
연산
2020
2019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합계
17,930
21,777
20,404
△17.7
△12.1

조생종
2,683
2,855
2,880
△6.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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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만생종
15,247
18,923
17,524
△19.4
△13.0

⎗ 정책동향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

❍ [농식품부,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2020.3.2.]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장소: 2020.3.2.～4.30.(2개 ) / 읍 면 동사무소, 특
해는「코로나 19」
으로 인한
금 신청 농업인의 편을 최대한 이기 위해
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 에서 2개 (2020.3.2.～4.30.)로 연장

※

월 ･･
불

직불
월 월

줄

히올

감염병

직불

- (주요 내용)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신청 가능,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2020년 11월 중 지급 예정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단위: 천 원/ha)❙
인증단계

논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700
500
350

밭
과수
1,400
1,200
700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지급기한
5년
3년
제한 없음.

<친환경농업직불 개요>
◈ (개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 시행

- 2020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 내 선택직불의 하나(내역사업)로 통합
개편 전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이모작)

개편 후

⇨

선택형 친환경직불, 경관보전, 논활용
공익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직불제 기본형
소농직불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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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벼ㆍ콩 등 하계 보급종 생산ㆍ공급 계획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5.)

❍ [농식품부, 2021년 벼·콩 등 하계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2020.3.5.]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1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
- (주요 목적)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 (주요 내용) △벼…쌀 품질고급화 및 수급동향 등을 반영하여 총 29개 품종 22,300톤을
공급하며, 이중 신규 공급은 5개※ 품종 1,235톤, △콩…기존 품종 위주로 9개 품종
1,300톤을 공급하되, 논 재배와 농기계 수확이 편리한 품종(선풍·대찬)의 공급량※※을
확대, △팥…단일 품종(아라리)으로 20톤 공급

※ 새청무, 조명1호, 참드림, 진수미, 보람찰
※※ 선풍(2020: 100톤 → 2021: 130), 대찬(2020: 80톤 → 2021: 100)
- (2020년 하계작물 종자 추가신청 및 공급) △벼…삼광, 일미, 추청 등 14개 품종
1,803톤을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로 신청, △콩·팥…
콩 9개 품종 1,092톤 및 팥(아라리) 7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4.)

❍ [농식품부,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 2020.3.4.] 농촌관광 운영
주체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상향식 농촌관광 사업
체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농촌관광협의체를 공모

※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그간의 정부 주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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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공모기간…2020.3.2.~2020.4.3., △지원대상…농촌관광운영주체와 지원
조직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농촌관광협의체’,
△지원규모※…협의체당 2년간 최대 140백만 원 지원(국비 100%), △지원내용…농업
유산, 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업신청※…협의체 구성 후 사업신청서 제출

※ 1차년도 최대 70백만 원, 2차년도 최대 70(1차년도 사업평가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웰촌포탈: http://www.welchon.com,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ekr.or.kr
- (향후 일정) 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 순위에 따라 6개의 협의체를 선정하여 5월
결과 발표 계획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3.)

❍ [농식품부,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0.3.3.]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한식당의 성공적 정착과 국산 식재료
소비 기반 확대가 목적으로,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
- (추진 배경) 한식당 창업 초기의 발판 마련과 한식당 운영 안정화에 기여,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개발, 판매, 홍보 등을 지원추진(2018~)
- (주요 내용) △지원규모…2020년 25개소※로 확대, 지원내용※※…신메뉴 개발 및
홍보비, 국산 식재료 구입비, 조리법 저작권료 등 1개소당 12백만 원,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오너 셰프, △지원신청…‘한식포털’ 온라인
신청(www.hansik.org)

※ (2018) 10개소 → (2019) 20 → (2020) 25
※※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비용 지원, △메뉴판,
리플렛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에 쓰이는 신메뉴 홍보비도 지원하여
신메뉴 판매를 촉진, △우수메뉴 평가회를 통해 총 14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하여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분출되도록 촉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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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대상지역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

❍ [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대상지역 선정, 2020.3.2.] 농촌 공공생활
시설을 에너지자립모델로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북
장수, 울산 울주 등 2개 지역 선정

※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등 공공생활시설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패시브 및 재생
에너지 등)을 적용한 새 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 (추진 목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정책※에 따라 농촌 지역의 마을
회관 등 공공생활시설의 에너지자립 모델 마련 필요성 제기

※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2016.12월

-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및 패시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기술을 적용하여 공공생활시설을 새 단장(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지원※

※ 2020년 예산은 국비 310백만 원(지방비 포함 총액 620백만 원)

- (기대 효과) 등유, 전기 등 고비용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농촌 지역의 공공
생활시설을 에너지 자립화하여 농촌 지역 에너지복지에도 기여
- (향후 계획) 새 단장(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
하고, 사업 결과를 토대로 농촌 지역 에너지자립모델을 보급·확산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에너지자립 모델로 리모델링하고 연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
하여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마을회관 등에 패시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기술을 적용·
리모델링하여 탄소 배출 절감 및 에너지자립 효과 실증 진단
◈ (사업대상) 농촌지역 공공생활시설(마을회관 등) 2개소
- 자부담비, 사업부지, 주민동의 확보된 시·군
◈ (사업예산) 국비 310백만 원※ (2개소×310백만 원×국고보조 50%)
※ 국비 50%, 지자체 30%, 자부담 20% / 개소당 국비 155백만 원 지원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사업계획처 기후변화대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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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3.1./3.2./3.3./3.5.)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3.]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
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3월 3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중면, 연천읍 및 신서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 검출※
사육 지 발생 황(14 ): 파 5 , 연 2 , 포 2 , 강화 5
생
지 검출 황(314 ): 파 68 , 연 100 , 원 22 , 화 124

※ 돼 현 건 주 건 천 건김 건 건
※ 야 멧돼 현 건 주 건 천 건 철 건 천 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3.5.)❙

구분

1
․
․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8.
2020.02.29.
2020.02.29.
2020.02.29.
2020.02.29.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2.29.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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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연천
연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화천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3.

주소

결과

비고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DMZ 내

왕징면 강내리 794
백학면 석장리 186
왕징면 작동리 876-5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풍산리 산1
화천읍 풍산리 산267
화천읍 동촌리 산11
왕징면 작동리 산141
왕징면 작동리 산104
백학면 석장리 117
백학면 전동리 산39
왕징면 작동리 798
백학면 석장리 822
화천읍 풍산리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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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0.1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4km)
민통선 외(약 3.4km)
민통선 외(약 3.4km)
민통선 외(약 3.4km)
민통선 외(약 3.5km)
민통선 외(약 7.3km)
민통선 외(약 2.4km)
민통선 외(약 4.3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0.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5.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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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비고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2.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3.
2020.03.05.
2020.03.05.
2020.03.05.
2020.03.05.
2020.03.05.
2020.03.05.
2020.03.05.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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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화천
화천
화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읍 풍산리 1339
화천읍 풍산리 1383-1
화천읍 풍산리 산1
화천읍 풍산리 산1
백학면 석장리 산167
백학면 석장리 산167
군남면 선곡리 산214
중면 마거리 산91
연천읍 부곡리 18-1
신서면 답곡리 1285
신서면 답곡리 산181
화천읍 동촌리 산11
화천읍 신읍리 산205
화천읍 동촌리 산11
화천읍 동촌리 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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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외(약 11.0km)
민통선 외(약 7.1km)
민통선 외(약 5.6km)
민통선 외(약 5.6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0.6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1.8km)
민통선 외(약 0.3km)
민통선 외(약 0.3km)
민통선 외(약 9.6km)
민통선 외(약 9.0km)
민통선 외(약 9.4km)
민통선 외(약 9.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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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 등
이슈 브리프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2020.3.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관련 일자리와 직업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
스마트
이오 스 스마트시 에 지신산업
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
크등

※

팜･바 헬 ･

티･ 너

･드론･

･

･핀테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접전망 산업별 직업 목록❙
연번

산업명

유망직업

스마트팜컨설턴트
1

스마트팜
스마트팜구축가

2

3

4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생명과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전문가

드론

6

미래자동차

7

스마트공장

생명과학 분야 이론과 응용 연구
건강 관련 서비스와 IT 융합해 종합의료 서비스 제공
도시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설계

교통전문가

각종 교통상황 및 영향요인 분석, 교통체계 기본설계

컴퓨터보안전문가

정보자산 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에너지공학기술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효율적 활용 연구

신재생에너지전문가

에너지기술 연구, 소재·제어시스템 등 개발
사람의 수고를 대신할 드론 운용

드론콘텐츠전문가

‘로봇과 공존하는 인간’을 위한 스포츠,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제작

신소재개발연구원

스마트자동차를 실현할 전장부품, 배터리 등 신소재 개발

무인자동차엔지니어

‘완전 자율’ 자동차 실현 위해 기술 개발 및 분석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공장 전반 운영, 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소프트웨어개발자

8

시설원예,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팜 구축 지도, 사후관리
등 컨설팅
농가 맞춤형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 연구개발, 사이버
교육 등 담당

도시계획가

드론전문가
5

하는 일

핀테크
정보보안전문가

기업에 맞는 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기업·과학·산업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오류 해결,
호환성 등 성능 개선
최적 보안시스템 설계, 컴퓨터 보안 점검, 문제점 해결,
시스템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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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
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
- 국내 보급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ha)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
했으며, 해외에서도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가 커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
에서도 적극 활용
-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농장의 설계·구축·운영 등을 조언하고 지도하는 ‘스마트팜
컨설턴트’와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마트팜
구축가’
- 두 직업 모두 작물 재배, 빅데이터 활용 등 농사와 정보기술(IT) 관련 지식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시작단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진입기회가 늘어날 전망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주요 요인과 정책
※ 미국 USDA-ERS의 “Economic Drivers of Food Loss at the Farm and Pre-Retail
Sectors: A Look at the Produce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2020.1.)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food loss) 주요 요인과 정책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버려지는 식품 규모는
1,616억 달러(2010년 달러 기준)로 미국 전체 식품 생산에 31%를 차지함.
❙미국 공급사슬을 통한 과일·채소 식품손실 비중❙

출처:

USDA-ERS

❍ 식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유통·소비의 식품 공급사슬 개선이
필요함.

- 34 -

⎗ 아젠다 발굴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식품 손실(food loss)이란 사람이 소비할 수 있지만
소비되지 않은 식품의 양으로 정의함.
❍ 식품 공급사슬에서 식품 손실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격 변동성, 노동력,
소비자 기대, 정책 제약 등을 들 수 있음.
- (가격 변동성) 신선 식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며, 시장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은
경우 생산자는 이익 창출이 어려워 공급사슬을 통해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시장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높은 경우 고용 및 생산량 증가를 유발
하여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식품 손실이 증가함.
- (노동력) 인건비 상승은 수확 시 발생하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수확 포기 현상 이
발생하여 식품 손실이 증가함.
- (소비자 기대) 소비자 기대나 표준에 못 미치는 상품이 생산되면 공급사슬을 통해
제공되기 어려워져 식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정책 제약) 기부 목적으로 식량을 모으는 정책, 곡물의 이삭줍기※ 등의 제약은
식품 손실률을 높임.
이 기(
)는 수

※ 삭줍 Gleaning

확 후 밭에서 남은 작물을 수집하는 행위임.

❍ 식품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고 생산자에게 식품
손실의 경제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 공급사슬 측면에서 이삭줍기와 식품 기부 활성화(Gleaning and food donation),
식품 재생 계층구조 개발(food recovery hierarchy),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식품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개관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rm to Fork Strategy”(2020.2.17.)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개관
❍ EU 집행위원회는 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
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이하 F2F) 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양가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식품 제공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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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으나,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 식품생산과 토지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 온도를 안전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30%가 식품시스템에서 배출되고
있고, 현 식품시스템은 공기·토양·물 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함.
- 이상기후 발생, 식품 손실 증가※, 비만 및 각종 질병 증가, 항생제 사용 과다
역시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유 연합에서는 재 생산 식품의 20%가 버 지고 있 .

※ 럽

현

된

려

음

❍ 식품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회원국만으로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EU 차원의 공동대응과 제3국의 협조가 필요함.
❍ F2F 전략에서는 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확립, ⅱ) 지속가능한 식품 가공·유통·
서비스 활성화, ⅲ)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건강한 식습관 정립), ⅳ)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개별 회원국이 성하는 전 적 계획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 함.

※

작

략

립

- 구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살충제·화학비료·항생제
사용 감소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식품의 원산지·영양성분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함.
❍ F2F 전략 실행은 EU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체계 개발, 연구·혁신, 재정투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함.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骨子(案)」(2020.2.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1일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
식량 농업 농 기 법에 근 하여 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할 방침, 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기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게 발표 예정임.

※ ･ ･촌 본
본

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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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식량·수요, 사람·농지, 기술·생산, 지역·농촌, 재해)과 식량자급률
설정, 구체적 정책(식량 안정 공급, 농업 지속적 발전, 농촌 진흥,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관련 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정책 1. 식량 안정공급 확보>
❍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식품산업, 관광업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6차 산업화, △식품기업과 농업인 협동, △식품 유통과정 효율화,
△일하는 방식 개혁, △식품 손실 감소,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등으로
부가가치 향상, △민간투자개발사업 도입 추진
❍ [글로벌 시장 개척] △수출환경 정비, △글로벌 산지 조성 등 수출 촉진 강화,
△상품 수출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푸드체인 구축 등의 식산업 활성화, △국내외
지적재산 확보 및 활용 추진
❍ [소비자와 식·농의 관련성 강화] △식생활 교육, △공공급식과 연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안정공급체계 구축, △일식 문화 보호·계승, △소비자와 농업인 유대 강화
❍ [식품 안전확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 안전성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추진,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 정보 표시 확대
❍ [식량 공급 리스크를 고려한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식량 안전공급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대응책 검토,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응절차 재검토, △위성데이터를 활용
하여 식량 수출국 모니터링 활성화, △수입 안정·다각화, 적정한 식량 비축 추진,
△돼지콜레라(CSF)·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식물 방역 조치 강화
❍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국제 교섭 추진] △신시장 개척, △생산기반
강화, 경영 안정·안전공급을 위한 조치
<정책 2.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농업구조 유지를 위한 후계자 육성·확보] △다양한 경영 형태의 농업인 후계자
(주요 농업인) 육성·확보, △농업경영 법인화 가속화, △지역 영농 지원 프로젝트※
추진, △계획적인 경영 계승 추진, △청년 취농인 확대,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재검토 및 패키지화, △농업교육 고도화 등 추진

※ 2020년 내로 사람･농지플랜(지역 농업 목표 계획)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실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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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농업 계획을 연계 및 통합으로 법인화, 인재

- 38 -

확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

⎗ 아젠다 발굴

❍ [다양한 인재 및 주체 활약] △법인 및 대규모 경영체뿐만 아니라, 중소·가족경영
등도 산업정책과 지역정책 차원에서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 대행 및
공유 등 차세대형 농업 지원서비스 정착 촉진, △다양한 주체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혁,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작업안정대책, △농업과
복지연계 등 추진
❍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 확보] △사람·농지플랜 실용화 및 타 지역계획과
연계, △농지중간관리기구 절차 간소화, △체제 통합을 통해 농지 규모화·단지화
가속화, △소유자 불명 농지 대책 추진, △농지 황폐화 방지·해소 대책 추진,
△다양한 농지이용방법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시행
❍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 추진] △종합적·효과적인 안전망 대책 방향 검토,
△농업보험 및 경영소득 안정대책 등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제도 검토 및 절차
전산화, △신청서 간소화 추진
❍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규모화·단지화, △고수익작물로 전환, △농업 성장
산업화와 국토 강화 관점에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추진
❍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가공 구조 효율화] △소비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품목별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 생산기반 강화, △수출 및 가공·업소용 수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 확대, △다양한 용도의 쌀 안정공급, △보리·콩 생산 확대,
△농업생산 공정관리 및 효과적인 농작업 안전대책, △농업 자재 공급 및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합리화 추진
❍ [생산·유통현장 기술혁신 등] △스마트 농업을 통해 일손 부족 해결, △현장 수요에
입각한 연구개발 및 첨단 기술 도입
❍ [농업현장 및 농업 정책 디지털 전환] △농업현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 △농업
경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리 효율화·활용 촉진, △행정 절차 온라인화를
위한 기반 정비
❍ [환경정책 추진]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흡수원 대책 등의 완화책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생산 안정 기술 및 대응품종·품목 전환,
△기존에 수입하던 작물 신규 도입 등 적응대책 추진, △생물 다양성 보전, △유기
농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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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농촌 진흥 정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등 다양한
농업 추진, △농촌관광, 수렵육 활용, 다양한 지역자원과 타 분야와 조합을 통한
가치 창출, △6차 산업화, 농업과 복지연계,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 등 지역 내
활용, △도시농업 등을 추진하여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효과적인
작은거점 형성, △일본형 직불제를 통해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생활 인프라
확보, △야생동물 피해 대책 추진
❍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움직임 및 활력 창출] △지역 운영 조직 형성, △관계인구
창출·확대 및 관계 강화, △반농반× 및 듀얼라이프(두 지역 거주) 등 다양한
생활양식 실현, △농촌 매력 홍보를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소관 부처 연계 조직 형성] 지속적으로 농촌 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과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책 4.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과 대규모 재해 대응>
❍ [동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에 지속적인 복구 작업
시행, △피해지역 식품 안전확보 및 국내외 안전성 문제 논란 불식 추진 등 경영
재개 지원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해대응체제 강화, △가정에 식품비축 정착, △이상기후에 의한 리스크
적은 품종·기술 개발, △농업 수리 시설 내진화, △저수지 적정 관리 등 추진
❍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복구] △재해 조사 효율화, △빠른 복구 지원, △작물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도입 등 새로운 대응을 통해 농업 복구 지원
<관련 단체에 관한 정책>
❍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단체(농업협동조합 계열 조직, 농업위원회 계열 조직,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구)의 기능 및 역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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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20년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농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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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농정 이슈
❍ 다가오는 총선(2020.4.15.)을 앞두고 농업계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기획
으로 다룬 ‘21대 국회, 이것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농업예산 확대, (2) 농업가치 헌법반영, (3) 고향세, (4) 농업인력 확보, (5)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6)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7) 농산물 수급안정, (8) 도농
건강불평등 해소, (9) 살고 싶은 농촌, (10) 올바른 먹거리 지원
❙2020년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농정 이슈❙
구분

주요 내용

❶ 농업예산 확대

•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3.7%에서 2020년
3.08%로 여전히 홀대※
※ 국가 예산 3년간 112조 증가, 같은 기간 농업 1.3조 원 ↑
• 농업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불용액 따지는 결산
심사※ 부실, 집행방식 등 낮은 효율성도 지적
※ 결산심사: 재정집행의 효과를 따져 부진한 사업을 따져 가려내는 작업
• 농업은 후진 산업이 아닌 전략산업·미래산업·녹색산업이며, 국가 전체 예산의
5%, 적어도 4%는 농업부문에 배정 비율 확대 요구

❷ 농업가치 헌법반영

• 대한민국 헌법은 제121·123조에 농업 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지원의무 없어
• 농업계의 지속적인 개헌 요구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도 높았지만 대통령
개헌안 처리 무산
• 농민·국민 목소리 반영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여 농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

❸ 고향세

•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은 10년 넘게 난항을 겪는 농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사항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률 제정
촉구,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수준
※ 고향세: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
하는 제도
• 일본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8년부터 고향세를
시행, 납세실적 해마다 크게 늘고 선물로 농축산물 제공해 활력
•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위해 고향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후속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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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가수 102만 가구, 65세 이상 비율 44.7%,
40세 미만 경영주 7,624명에 불과
❹ 농업인력 확보

• 일자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후계농
육성 법제화는 필요
• 청년들을 위한 승계농 맞춤형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턴제※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고용 방안 모색
※ 외국인 근로자 인턴제: 외국인이 일을 익히는 인턴기간 동안은 기업이 최저
임금의 일부만 제공하는 제도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5%(2018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농가 간 소득격차도 커

❺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계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등 필요성 제기
• 농업인 월급제나 농민수당 같은 공적보조 확대, 5월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재정규모 확대도 필요
• 수입 농축산물에 견줘 가격경쟁력이 약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사업 추진
• 상생기금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모금을 시작

❻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해 농민과 농촌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실제 달성률 25%(2020.2.17. 현재)에도 못미쳐
•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연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
• 현재 기업 중심의 기금조성 방식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조세성격을
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도 제안
• 채소류 수급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통계업무 일원화 필요성 증가, 농업계
에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농업 통계의 정확성 제고 주장

❼ 농산물 수급안정

• 중국산 김치 등 저품질 농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 특히 김치에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 수입량은
국내 채소 생산기반과도 밀접한 관련
• 공영도매시장을 공정성과 출하자 보호 등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제도 대폭
개선도 과제

❽ 도농 건강불평등 해소

• 의료 인력·시설의 도시 쏠림현상※으로 농촌주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이는 곧 도농 간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 의사·간호사 수도권에 몰려 의료기관도 도시의 13% 불과,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도농 간 격차 최대 3.6배 달해
•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정치권 이해관계 얽혀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건강진단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도 아직 처리 못해
※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시행 중인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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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농부증※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의료
인력·시설 확충이 절실
※ 과도한 노동에 따른 피로 축적이 원인이 돼 농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말하며, 어깨결림, 요통,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증상은 물론 불면,
신경증 등 정신과적인 증상도 나타남.

❾ 살고 싶은 농촌

• 농촌주민들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분야 등에서
도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 낮아 주민 47%가 ‘이주 의향’ 보여, 특히
30대 이하 주민의 69.7%가 ‘떠나고 싶다’고 밝혔는데※, 주요인은 자녀
교육 환경 때문, 이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조건 조성이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19)
• 스마트팜 등 주로 농업생산에 연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촌의 생활환경에
적용(AI·빅데이터 기술 활용)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고령화로 홀몸어르신 증가, 농촌형 돌봄사업 강화, 여성 위한 바우처사업 늘리고
공동육아모델 개발 등 농촌 실정에 맞게 설계·확산 시급

❿ 올바른 먹거리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말 발표한 5대 농정비전에는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언급
※ 푸드플랜: 농산물 생산·소비부터 식생활·영양·안전 등 모든 먹거리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종합계획
• 식비지출 여력 없는 취약계층 과일·채소류 등 섭취량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서 긍정적 효과 입증된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 필요
※ 미국·유럽연합(EU)은 오래전부터 농식품 바우처사업 같은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를 통해 식품접근성과 영양불균형 개선,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성과
• 농업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등을 확대해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제안
• 국민건강과 먹거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먹거리정책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자료: “‘미래산업’ 농업이 성장하려면…“전체 예산의 5%는 돼야””(농민신문,
2020.2.7.), “‘21대 국회, 식량안보·자연보전’ 농업가치 명문화를”(농민신문,
2020.2.10.), “지방소멸 위기 현실화…고향세 도입 더 미루면 안된다”(농민신문,
2020.2.12.), “21대 국회, 후계농 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해야”(농민신문,
2020.2.14.), “농산물값 해마다 ‘고무줄’…최저가격보장제 등 도입 절실”(농민
신문, 2020.2.17.), “기업들 농어촌상생기금출연 나서도록 장려책 필요”(농민
신문, 2020.2.19.), “농산물 수급통계 정확성 높여 산지폐기 막아야”(농민신문,
2020.2.21.), “의료공백 농촌 ‘위태’…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시급’”(농민
신문, 2020.2.24.),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취약한 정주기반 개선해야”
(농민신문, 2020.2.26.),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쌓아야”
(농민신문,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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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자료 : 보건복지부(2020.3.5.)

개요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2020.3.5.] 인구·가족 구조, 사회
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
사회보장기 법에 따라 중 행정기관 등에서 만들 지는 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
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 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 통계집으로
2013년 이 일
로 발간

※

본
앙
후 곱 번째

눈

어 각

주요 내용
❍ [인구·가족]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8%
(약 599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인 가구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기준 통계)

❍ [소득보장]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
소득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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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하였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 5984명) 증가
어린이집 수 및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청년고용]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43.5%(전년 대비 0.8%p)
청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재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는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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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간 경제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2020.3.2.)

개요
❍ [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20.2.24.] OECD는 2020년 3월 2일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는 매년 2회(5 경, 11 경) 「경제전 」 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 경, 9 경)
요국( 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 」 발표

※ OECD
주 G

월 월

망

월 월

망

- (주요 내용) OECD는 △2020년 중국 및 세계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
△한국 2020년 성장 전망도 하향※(△0.3%p)이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중국 성장 전 (2019.11. 2020.3., %, %p): (2020) 5.7 4.9, 0.8, (2021) 5.5 6.4, +0.9
세계 성장 전 (2019.11. 2020.3., %, %p): (2020) 2.9 2.4, 0.5, (2021) 3.0 3.3, +0.3

※
률 망 →
→ △
→
률 망 →
→ △
→
※※ 한국 성장률 전망(2019.11. → 2020.3., %, %p): (2020) 2.3 → 2.0, △0.3, (2021) 2.3 → 2.3, 0.0

➊ 세계 및 G20 성장률 하향조정폭(△0.5%p) 대비 낮은 수준
➋ OECD가 우리와 함께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가 등으로 언급한 일본·호주 및 코로나19 확
산 중인 이탈리아보다 양호※
※ 2020년 성장률 하향조정폭(2019.11월 대비 2020.3, %p): (일본) △0.4, (호주) △0.5, (이탈리아)△0.4

➌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전망 순위는 G20 중 5위 유지※
※ 2020년 성장률 전망(%): (인도) 5.1, (중국) 4.9, (인도네시아) 4.8, (터키) 2.7, (한국) 2.0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 성장률] 2020년 2.4%, 2021년 3.3% 전망
2020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 을 2019.11 대비
성장 전 (2019.11. 전
2020.3. 전 , %): (2020) 2.9

※

･
률 망

률 망
월
망→
망

각각 △0.5%p, +0.3%p 조정
→ 2.4, (2021) 3.0 → 3.3

-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글로벌 벨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영향을 받으며 2.4% 성장에 그칠 전망, G20 중 18개 국가(브라질·사우디 제외)
2020년 전망을 하향조정※(G20 전체로는 △0.5%p 하향조정)
기 가정: 중국 내 코로나19 2020.1/4 정 이
화 + 여 국가로의

※ 본

점 후완

타

-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며 세계 성장률 3.3%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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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리스크] ① 코로나19, ② 무역갈등, ③ 영국·EU 관계, ④ 금융 불안
- (코로나19) 2020.1/4분기 이후 완화된다는 예상과 달리 아태지역·유럽·북미 등
으로 확산·장기화 시 2020년 세계 성장률 1.5%로 하락
- (무역갈등) 1단계 미중합의에도 불구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수준의 추가 합의는
불확실 + 미·유럽 간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 (영국·EU 관계)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말) 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영국·EU
무역이 WTO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성장 위축 불가피
- (금융 불안)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규모, 신용도 하락세 등 고려 시 코로나19 영향이
기업부채 부실화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할 우려
2.

한국 등 주요국 성장 전망

❍ [한국] 일본·호주 등과 같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2020년 2.0%, 2021년 2.3% 전망)
한국 성장 (2019.11. 전
2020.3. 전 , %): (2020) 2.3 2.0 (2021) 2.3 2.3
가 우리와 함 중국 경제와
한 국가 등으로 급한 일 호 및 코로나19
산 중인 이 리아보다는 우리나라 하향조정 이 은 수준
2020년 성장 하향조정(2019.11. 대비 2020.3., %p): (한국) 0.3, (일 ) 0.4, (호 )
0.5, (이 리아) 0.4

※
률
망→
※ OECD
께
확
탈
↳
률
△ 탈 △

망
밀접

→
→
언 본･ 주
폭 낮
△ 본△ 주

❍ [중국] 코로나19가 1/4분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상반기 GDP △2%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2020년 연간 4.9% 성장※에 그칠 전망

※ 중국 성장률(2019.11. 전망 → 2020.3. 전망, %): (2020) 5.7 → 4.9, (2021) 5.5 → 6.4
※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 및 관광 제한이 생산 차질 및 서비스부문 위축으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미국]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 하향조정※

※ 미국 성장률(2019.11. 전망 → 2020.3. 전망, %): (2020) 2.0 → 1.9, (2021) 2.0 → 2.1

❍ [유로존] 코로나19가 2020년 상반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020~2021년 중
1%대 내외의 낮은(Sub-par) 성장※이 이어질 전망

※ 유로존 성장률(2019.11. 전망 → 2020.3. 전망, %): (2020) 1.1 → 0.8, (2021)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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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권고

❍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공중보건 지원, 기업·노동자 단기
피해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
무 보다 보 의료 분 추가 재정지원이 중요 + 단 근무 등을 통한 고용유지, 금이전
등을 통한 가계 지원, 중소기업 일시적 자금 로 해소 등도 필요

※ 엇

건･

야

축

애

현

❍ 장기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수적(Essential),
다만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병행 권고, 특히, 한국·호주 등의 경우 예방적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심리 회복과 부채조달 비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장기간 금리가 유지되
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과 제한적(
)

※

저

어온 큼

효

Only modest

❍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는 한국을 나다 일 일 영국과 함 코로나19 이전부
대표적 국가로 급

※ OECD

캐 ･독 ･ 본･
언

께

터 확장재정을 추진한

❍ 코로나19 장기화 등 리스크 현실화 시 전 세계적 정책공조가 중요
❙OECD 「2020.3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 %, %p)❙
구분
전망시점
세계
G20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터키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2019년
실적
2.9
3.1
2.3
1.6
△0.1
1.2
0.6
1.3
0.2
1.4
0.7
2.0
6.1
4.9
5.0
△2.7
1.1
1.7
0.9
1.0
0.0
0.3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19.11(A)
20.3(B) 조정폭(B-A) 19.11(C)
20.3(D) 조정폭(D-C)
2.9
2.4
△0.5
3.0
3.3
0.3
3.2
2.7
△0.5
3.3
3.5
0.2
2.0
1.9
△0.1
2.0
2.1
0.1
1.6
1.3
△0.3
1.7
1.9
0.2
1.2
0.7
△0.5
1.6
1.4
△0.2
1.1
0.8
△0.3
1.2
1.2
0.0
0.4
0.3
△0.1
0.9
0.9
0.0
1.2
0.9
△0.3
1.2
1.4
0.2
0.4
0.0
△0.4
0.5
0.5
0.0
1.0
0.8
△0.2
1.2
0.8
△0.4
0.6
0.2
△0.4
0.7
0.7
0.0
2.3
2.0
△0.3
2.3
2.3
0.0
5.7
4.9
△0.8
5.5
6.4
0.9
6.2
5.1
△1.1
6.4
5.6
△0.8
5.0
4.8
△0.2
5.1
5.1
0.0
△1.7
△2.0
△0.3
0.7
0.7
0.0
1.7
1.7
0.0
1.8
1.8
0.0
2.3
1.8
△0.5
2.3
2.6
0.3
3.0
2.7
△0.3
3.2
3.3
0.1
1.6
1.2
△0.4
1.4
1.3
△0.1
1.4
1.4
0.0
1.4
1.9
0.5
1.2
0.6
△0.6
1.3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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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