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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5개 부처 합동 지역사회 활력 제고 사업 추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실시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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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확대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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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
자료 : 기획재정부(2020.3.24.)

개요
❍ [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 의결·확정,
2020.3.24.]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20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주요 내용
❍ [재원배분 중점]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하여 ① 경제 역동성
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 사회안전망 보강, ④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집중투자할 계획
<핵심투자 프로젝트(예시)>
【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
 자영업·소상공인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스마트 상점·온라인 판로 + 스마트 창업 기술교육 +
AI 상권분석 등 준비된 창업
 글로벌 수출·생산 리스크 대응 패키지: 100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 수출시장·생산기반
다변화 + 스마트 제조혁신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 광역교통망 + 원스톱 디지털 정부혁신 + 스마트 교통·치안·
상하수도·보건 시스템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 + 지방공항 중심으로 관광·쇼핑·체험 연계 패키지
【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
 Post 반도체, AI+X 등 미래신산업 프로젝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생태계
+ R&D·인력·금융 맞춤형 공급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벤처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 글로벌 유니콘·데카콘 기업 발굴
육성
【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
 미래 수요 맞춤형 고용안전망: 신기술 직업훈련 체계 개편 + 40대 맞춤형 일자리 +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감형 패키지: 난임출산비 경감 + 일·가정 양립 + 은퇴인력 선순환 활용
+ 고령친화형 스마트 돌봄
【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
 감염병 대응 등 국민 생명 지키기 1+3 프로젝트: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고도화 + 교통안전·
산재방지·자살예방
 그린 플러스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비 대기·물·폐기물 분야 선도 프로젝트 + 녹색 벤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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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첫째,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계획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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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
❍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
❍ 셋째,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
❍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
-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
- (혁신적 재정운용 틀 확립)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토록 하여 부처 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
❍ [향후 계획] 이번 지침은 2020년 3월 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2020.5월 초)

농림수산 분야 중점투자 방향 및 지출 효율화 계획 ★
❚ 중점 투자방향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정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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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생태·먹거리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사각지대 보완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어업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시장 확대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농어업
스마트화 촉진
- 신남방 스타품목 수출 확대 및 신북방 스마트 팜 플랜트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세계시장 공략 지원
❍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교육, 자금,
컨설팅, 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농촌형 생활 SOC 확충, 어촌뉴딜 300 등으로 농산어촌 정주·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국내 농수산물 수요기반 확대
- 농가소득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수급예측 고도화 및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로컬푸드 확산 등 소비 활성화 유도
❚ 지출 효율화 계획
❍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행점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
❍ 농업생산 기반시설 신규 조성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 성과 창출, 재해대응 역량 강화
중심으로 내실화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0.3.24.)(http://www.moef.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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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자료 : 기획재정부(2020.3.24.)

개요
❍ [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0.3.24.] 2020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며,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 2019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 [현황] 2019년 국세감면액은 50.1조 원,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추정
-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국세감면액 증가(2019년 +3.9조 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국세수입액 감소(2019년 △3.5조 원, 2020년 △5.1조 원)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조세지출현황(단위: 조 원, %)❙
구분
▪ 국세감면액(A)
▪ 국세수입총액(B)
▪ 국세감면율[A/(A+B)]
▪ 국세감면한도

2018년(실적)
44.0
293.6 (302.7)
13.0 (12.7)
14.0 (13.6)

※ ( ) 안은 지방소비세 배정 이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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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추정)
50.1
293.5 (306.7)
14.6 (14.1)
13.6 (13.3)

2020년(전망)
51.9
291.2 (309.2)
15.1 (14.4)
14.0 (13.6)

⎗ 정책동향

- (분야별 현황) 2019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71.1% 차지
❙분야별 조세지출현황(단위: 조 원, %)❙
구분
▪ 근로자 지원(EITC 포함)
▪ 농림어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연구개발(R&D)
▪ 투자촉진·고용지원
▪ 기타
합계

2018년
(실적)
16.7
5.7
2.8
2.8
2.5
13.5
44.0

2019년
(추정)
21.7
6.0
2.7
2.6
2.6
14.5
50.1

비중
38.0
13.0
6.3
6.3
5.7
30.7
100.0

비중
43.3
12.0
5.4
5.2
5.2
28.9
100.0

2020년
(전망)
22.0
6.2
2.8
2.9
2.9
15.1
51.9

비중
42.4
11.9
5.4
5.6
5.6
29.1
100.0

❍ [운영성과] 투자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강화 등

❚ 2020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정책
목표

운영
방향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 (정비) 성과평가결과 반영
및 적극 정비

•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 성과평가의 질적 제고

• (신설) 필요 시 제한적 허용

•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 (관리) 실효성 제고 및 과다
지원 방지
조세지출
운영원칙

엄격한 조세지출

•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성과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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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
❍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
❍ [성과관리체계 개선] 예비타당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조세
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 노력 지속
❍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2020년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분야별 세부 운영 방향
❍ [코로나19 신속 대응]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지원…특별재난지역 내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소상공인 지원…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내수회복…한시적
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및 접대비 한도
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검토
❍ [혁신성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지속 조정·확대 검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투자 지원세제는 지속 지원하되,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 [내수활성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확대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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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근로자…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자영업자…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등 세제지원 지속 검토, △농어민…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 등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지역발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되, 부당한 감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검토
❍ [금융]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2020년 농식품부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2020년 말 일몰도래 항목)
조특

69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71
조특
72
①
2
조특 87의2
88의5,
조특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
89의3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105
①
5
농업·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②
9
농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일몰 없는 항목)
조특
7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0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121의23 ⑥, ⑨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2020.3.24.)
(http://www.moef.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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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합동 지역사회 활력 제고 사업 추진
자료 :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2020.3.24.)

❍ [5개 부처 합동, 지역사회 활력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3.25.] 교육부, 행정
안전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서면)을 2020년 3월 25일 체결※하였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9월)

- (주요 내용) △부처 간 사업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주도의
지역사업 추진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사업❙
담당부처

주요사업

주요 내용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
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치유·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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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2020년도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 농장 선정 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점 부여하여 선정

- (활동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 [지원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
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지원 한도: 개소당 6천만 원(국비 70%, 지방비
30%) (2020년 예산 25억 원)
❙20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신규 12개소(★))❙
소재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화성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싱싱하우스협동조합 ★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장성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청주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공주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

함양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

청양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

무주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완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세종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

키울협동조합 ★

인천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대전

유성

㈜손수레 ★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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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업무 협약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 “5개 부처”라 한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2018.9.11.)”를 토대로 협력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함으로써
5개 부처의 정책과 사업 간 실질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5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가. (교육부)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확산되도록
부처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노력한다.
나. (행정안전부) 협업사업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협력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한다.
라. (보건복지부)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
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바. 5개 부처 협력사항
(1)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등 5개
부처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통한 5개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부처 간 협업의 주요 성과, 우수사례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제3조(효력)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5개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
하고, 필요 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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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정책동향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실시
자료 : 행정안전부(2020.3.24.)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실시, 2020.3.24.]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실시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
※ (사업기간) 2020.7월～2021.6월(12개월) * 사업 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추진배경)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발생,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 (2019년 합계출산율) 서울 0.72, 부산 0.83, 대전 0.88 vs 세종 1.47, 전남 1.24, 제주
1.15, 충남 1.11
- (주요 내용) △2020년에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분야※(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분야, 융합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국비 5억 원을, 융합분야는 1개 지자체에
6억 원을 지원

※ 1)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2) 임신･출산･보육서비스제공및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저출산대응분야, 3) 인구감소와
저출산대응사업을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융합분야
❙분야별 사업내용❙
사업분야
인구감소 대응
저출산 대응
융합

사업내용
•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건립
• 청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창업 등 일자리 창출 공간조성
•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센터 구축
• 보육·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시설 건립, 일·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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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 선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3.2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 선정,
2020.3.23.]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
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창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협업,
대전 중구), 인천광역시(송도)를 선정

※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지방비 5:5 균형
조성)하는 사업

- (주요 내용)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허브) 구축 등을 진행하며, 앞으로 한국
관광공사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
<선정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추진계획>
◈ (경상남도)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 경남관광재단은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에 경남관광산업의 구름판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경남의 강점을 살릴 계획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지자체가 협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내륙광역권
관광산업의 요람을 조성
- 대전마케팅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의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인근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
- 2021년부터는 세종지역 관광기업 교류와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 대전 센터는 세종 비즈니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
◈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송도와 항만·항공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관광 일자리 창출 거점을 조성,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등 관광 관련 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비에스(IBS)타워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

- (기대 효과) 관광산업의 바탕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으며,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에서 관광기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장소로,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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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자료 : 환경부(2020.3.24.)

❍ [환경부,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2020.3.24.]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

※ 이번 개정안은 20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에 따라 2019.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

- (주요 내용)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을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가능
❙미세먼지법 개정 전후 달라지는 점❙
구분

현행(기존)

개정(변경)

• 시행기간이 특정되지 않음※.

•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특정(제21조제1항)

시행기간

※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배출
시설가동률 조정 등 요청 가능(제21조제1항)

시행주체

• 환경부 장관이 시행주체(제21조제1항) •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추가(제21조제4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 현행과 동일(제21조제1항제1호)
가동시간 변경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현행과 동일(제21조제1항제2호)

•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 현행과 동일※(제21조제1항제3호)
환경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 ※ 제1호~제3호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장관의 조치
것임.
요청사항
•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도지사의 ＜신설＞
조치사항 ＜신설＞

• 현행과 동일(제21조제1항)
• 자동차의 운행 제한(제21조제4항제1호)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제2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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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기존)

개정(변경)

＜신설＞

•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제21조제4항제1호)

＜신설＞

• 영농잔재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제21조제4항제2호)
※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제21조제5항)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조치(제21조제4항제3호)

＜신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상시저감 대책 비교

- (상시저감 대책)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 시행
- (계절관리)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日)단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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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주요 대응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3./3.26.)

❍ [농식품부, 개학 추가연기 대응 친환경 농산물 긴급 지원, 2020.3.23.] 전국 초·중·고
개학이 2020년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됨에 따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

※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로 중단 및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 (주요 내용) △지원물량…개학 추가 연기(2주)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51개 품목, 406톤(2주치), △주요대책…할인 판매액(20%) 지원,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약 1만 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30톤) 등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긴급 지원 주요 대책❙
구분

주요 대책
• 농식품부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자체, 민간 유통
업체와 협력하여 학교 급식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판매(20%)를 2020년 3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

① 할인판매

② 무상공급

- 피해가 큰 10개 품목(143톤)은 11번가 등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러미로
판매하고, 41개 품목(233톤)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생협 등에서 할인판매※를 실시
※ 대형유통업체(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생협(아이쿱·한살림·두레생협·
행복중심연합 등), 전문판매장(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등), 농협 하나로마트 등
• 농식품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약 1만 명)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30톤)로 구성된
꾸러미(3kg 상당)를 3월 중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물량만큼 지자체별 구호물품 공급체계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

③ 판촉지원

• 면역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활동을 지원
- 소비지의 대형마트·생협 등 수도권 대형매장(10개소)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
하고 판촉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④ 업체지원

•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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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 업체 및 지자체 추진상황❙
<농협·생협·유통업체 등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추진상황>
업체
추진상황

• 학교급식용 감귤류(만감류) 할인행사(수도권 3개소, 2020.3.6.∼24.)
농협

• 모듬쌈·중파·한재미나리·애호박 특별할인행사(수도권 7개소, 2020.3.19.∼) 및 하나로마트
5개 품목 전단 특별행사(2020.3.19.∼)

이마트

• 농식품부 후원 양파, 고구마, 파프리카, 감자, 한라봉 판촉행사(전국 61개 판매점, 2020.3.19.~)

한살림

• 급식농가 돕기 판촉 행사(딸기, 당근 등, 2020.3.16.∼3.27.)

두레생협
11번가
공영홈쇼핑

• 냉이 등 판촉 행사(2020.3.11.∼)
• 농식품부 공동 급식납품 친환경 피해농가 생산 꾸러미 판촉행사
- 1차: 2020.3.18일 3,200개 완판, 2차: 2020.3.24일 판매
• 친환경 토마토 외 1개 품목 판촉 행사(2020.3.27., 4.10.)

<광역 지자체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추진상황>
지자체
추진상황

경기
강원
충남
충북

• 학교 급식용 냉이·딸기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등
• 엽채류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추진 중(1차 완료, 2차 추진예정 2020.3.26.∼개학 시까지)
• 친환경 감자 생협 및 소비자 택배 직거래 판매 중
• 제철 친환경농산물 도내 롯데마트 특판행사 추진
• 도 및 유관기관 대상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2020.3.25.∼3.31.)
• 도 및 유관기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16.∼)
• 31사단 군 급식에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10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2020.3.12.∼3.31.)

전남

• 남도장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할인행사(2020.3.11.∼4.10.)
• 도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18.∼3.20.)

전북
경남

경북
제주

• 도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6∼개학 시까지)
• 어린잎채소 1인 2팩 사주기 운동
• 도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16.∼3.20.)
•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2020.3.25.∼3.31., 3개소)
• 도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9.∼개학 시까지)
• 도 및 유관기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2020.3.9.∼3.27.)

❍ [농식품부,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지원방안 추진, 2020.3.26.]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방문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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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중앙아, 동남아) 현지 업계에 우리 스마트팜
기업 카탈로그 제공, 온라인 상담·판매 지원 등 홍보 강화,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구매사(바이어) 상담회 개최,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시장개척 활동
확대, △중장기적으로 해외 시범온실 조성, 스마트팜 ODA사업 지원확대 등 우리
스마트팜 홍보·교육 거점 조성※

※ 시범온실(카자흐+1, 2개국), 소규모 실증시험장(러시아), ODA(베트남) 등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수출지원 주요 일정(안)❙
일정
상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용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온라인상담 지원(통·번역 등)
기업 제품안내서 취합 및 코트라 무역관, 공관 등에 제공
Buy Korea(코트라 플랫폼)을 통한 해외 수요 발굴 및 상품 판매
러시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컨소시엄 공모(2020.3.4.~3.24.)
스마트팜 해외 박람회 참가 공모(2020.3.27.~4.23., 농정원) * 개별 기업 단위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러시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컨소시엄 선정(2020.4.2.)
카자흐스탄 시범온실 조성·운영 주관 컨소시엄 선정(2020.4.29.)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카자흐스탄) 참가 공모 * 시범온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스마트팜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 선정
2차 대상국 시범온실 조성·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공모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시범온실 2차 대상국) 참가 공모 * 시범온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카자흐스탄) * 시범온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우크라이나) 참가 공모 * 한-우크라이나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계
2차 대상국 시범온실 조성·운영 주관 컨소시엄 선정
인도네시아 ‘농업기술전’ 박람회 참가(2020.8.26.~8.28.)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시범온실 2차 대상국) * 시범온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러시아 ‘한국상품전’ 박람회 참가 공모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우크라이나) * 한-우크라이나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계
우즈베키스탄 ‘농업엑스포’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러시아) 참가 공모 * 한-러시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계
러시아 ‘한국상품전’ 박람회 참가(2020.10.19.~21.)
한국형 스마트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해외 농산업 관련 공무원, 농업언, 농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실시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러시아) * 한-러시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계

※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일정 변경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3.27.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3.26.(목) 0시 기준
3.27.(금) 0시 기준
변동

364,942
376,961
12,019

확진환자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9,241 4,144 4,966
9,332 4,528 4,665
91
38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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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현황
사망
131
139
8

계
355,701
367,629
11,928

검사 중 결과 음성
14,369 341,332
15,219 352,410
850
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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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7.)

❍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2020.3.27.]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기업
7개소를 모집
- (주요 내용) △지원대상…스마트팜(시설자재) 수출(예정) 기업 7개소, △지원내용…
국제 박람회 참가비용을 개소당 최대 30백만 원 지원(국비 70% + 자부담 30%),
△공모기간…2020.3.27.(금)~2020.4.23.(목) 16:00※ , △접수처…농기자재 수출정보서비스
(maps.or.kr)로 신청서 등 제출

※ 지원대상은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결과는 2020.5.11일 주간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발표 예정
- (기대 효과) 온실 설비·기자재·데이터·인력 등이 복합된 스마트팜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급성장하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기자재 수출 외연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팜 세계시장 규모: (2018) 75.3억 달러 → (2020) 125억 달러(연평균 12.4% 성장)
- (향후 계획) 향후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의 시장 현황, 진입장벽, 바이어 정보 등
수출전략정보를 조사·분석하여 ‘농기자재 수출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스마트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농림축산식품부(2020.3.26.)

❍ [정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2020.3.2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식품부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2019.10.21.~11.15.)한 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

※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 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 원) 증가
※※ 주요 6대 과수: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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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내용)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
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
- (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
-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사업자 선정 투명성 강화, △사업 집행 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재해예방 등※
※ 직접투입재(비료, 농약 등), 농기계, 소모성 장비, 난방시설(포도, 감귤) 등은 지원 제외
◈ (대상)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및 출하약정 농가
◈ (지원조건)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연리 고정 2.0%(변동: 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백만 원) (2016) 129,391 → (2017) 125,124 → (2018) 137,885 →
(2019) 150,356 * 과수농가수(2018): 173,085가구(전체농가 1,020,838가구의 17%)
◈ (특이사항)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위해 한·미 FTA 발효일을 기준 2012.3.15. 이전 조성된 과원에
한정 지원※
※ 참여조직(농협, 농업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한정 지원

국산 단감 생과실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 및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3.)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단감 생과실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 고시, 2020.3.2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하고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 국산 단감을 페루로 수출※ 이 가능해져

※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어낸 결과이며, 단감은
배･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성공한 품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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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동안 단감 수출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까지 수출국을 다변화
- (주요 내용)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생산 과수원 및 선별장을
2020년 4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 (0.9±0.7℃)하면 수출이 가능

※ 저온처리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의 사멸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이며, 세부 수출요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알림마당/법령
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단감 생과실 수출실적(전 세계)(단위: M/T, 1천 달러)❙
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기타
총계

2015
중량
금액
3,362 3,984
802 1,110
1,189 1,609
0
0
797 1,171
537
746
1,925 2,565
8,612 11,185

※ 기타: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2016
중량
2,542
933
857
753
535
763
436
6,819

금액
2,836
1,298
1,112
862
771
1,054
676
8,609

2017
중량
3,414
729
838
892
421
412
296
7,002

금액
3,503
924
1,017
975
580
553
437
7,989

2018
중량
2,581
706
687
833
455
208
190
5,660

금액
2,919
1,111
1,005
1,000
747
326
375
7,483

2019
중량
2,107
941
710
608
480
305
277
5,428

금액
2,611
1,598
1,142
843
829
536
690
8,249

◈ 식품 동향

식품 기술ㆍ거래이전 지원사업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3.)

❍ [농식품부,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확대 추진, 2020.3.23.]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식품기술을 발굴해 중소 식품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

※ 농식품부는 2019년에 대학･연구소, 기술거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
하는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거래 전담기관 지정 및 기업에
대한 기술료 지원을 통해 총 24건의 기술이전(누적 기술료 708백만 원)을 성사시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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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발굴–기술이전–
사업화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
<‘기술발굴-기술이전-사업화 연계’ 단계별 지원>
◈ (기술발굴) 특허법인과 대학·연구소가 식품기업이 요구하는 출원 전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 유망
기술로 보완·연계
◈ (기술이전) 식품 기술거래기관을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4차산업 관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전 촉진
◈ (사업화 연계) 기업진단, 현장공정 상담(컨설팅) 등 사업화 상담(컨설팅) 지원 및 창업 관련사업
연계
◈ (협의체 활성화)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28개 → 36), 분과위원회 신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향후 계획)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능성식품, 4차산업 관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 개발이나 사업화가 핵심이므로 기술
이전 활성화를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식품 연구개발(R&D)
투자로 선순환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축산 동향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3.26.)

❍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실시, 2020.3.26.] 2020년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사업 4개소 추가 공모를 2020년 3월 26일부터 실시
- (추진배경)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에 직면, 이에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공모기간 및 선정…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20년 7월 초 사업대상자
선정할 계획, △지난 2020년 3월 13일 1차 공모를 거쳐 경남 고성군※※(돼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 2020.6.15.∼6.19.
※※ 고성군에는 2022년까지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 및 관제･교육시설 설치,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방역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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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질병·생산관리 체계❙
구분

관리체계

◈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밀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가축
분뇨
관리

악취관리
수질관리

• 밀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으로 외부유입 전파 차단
방역
시스템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 제한
소독시스템 •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축사 내·외부 소독시설
폐사축
• 가금·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차단방역

◈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생산성 환경관리 • 축사 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제어
향상
사양관리 • 개체별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생산비 감축
경영관리 • 생산·경영·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2020.3.25.)

❍ [관계부처 합동,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2020.3.25.]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주요 내용)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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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규모)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
※※※※ <준비 단계: 농가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이행 단계: 관리대상 농가 구분
⇒퇴비부숙관리이행지원>, <확산･정착단계: 지속적현장애로해소및제도개선>
구분

대상별 관리 내용

퇴비 부숙 가능 농가

• (대상) 부숙도 검사 적합, 퇴비사·장비를 갖춰 자체 관리 가능 등
• (지원방향) 농가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퇴비 관리 역량 강화 중점

지원·관리 필요 농가

• (대상) 부숙도 검사 부적합, 부숙관리 미흡, 퇴비사·장비 부족 등
• (지원방향) 퇴비사·장비 문제, 부숙관리 역량 부족 등 해소 중점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0.3.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 유예※
※ 연 1~2회 부숙도 검사 의무,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행위 등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 다만,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 가능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퇴비) 소규모 배출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
※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 농가의 사육규모(마릿수):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
(115두)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 완화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 권고※
※ 가축분뇨법상 퇴비사는 배출시설(축사)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퇴비사 설치까지 제한
※ 2020.3.18일 기준, 지자체 조례로 퇴비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지자체 16개 시군 중 3개 시군 개정 완료,
8개 시군 개정 예정, 5개 시군 개정 여부 검토 중
- 100㎡ 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 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농지에 퇴비사(마을형공동퇴비사 포함) 설치 가능 여부
- 축사와 떨어진 부지에 퇴비사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
※ 축사의 부속시설(퇴비사 등)은 축사 연접부지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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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3.23./3.24./3.25./3.26.)
·농림축산식품부(2020.3.25.)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3.26.]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3월 25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중면,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 검출※(2020.3.26. 확진)되었으며 총 448건 확진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448건): 연천군 172건, 화천군 171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3.26.)❙

구분
1
․
․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신고
확진
2019.10.02. 2019.10.03.

시도
경기

2020.03.21.
2020.03.21.
2020.03.22.
2020.03.21.
2020.03.22.
2020.03.20.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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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3.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4.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시군구
주소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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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읍 동촌리 산163
화천읍 동촌리 산164
철원읍 대마리 산63
연천읍 부곡리 산146
연천읍 부곡리 산146
신서면 마전리 1094
진동면 동파리 411
진동면 동파리 1705
진동면 서곡리 369
상서면 부촌리 산2
상서면 부촌리 산2
연천읍 부곡리 산1
왕징면 작동리 산8
왕징면 작동리 산8
상서면 산양리 산70
장단면 거곡리 산57
장단면 거곡리 산57
화천읍 풍산리 산1
상서면 노동리 산2
연천읍 부곡리 산32
왕징면 강서리 산1
중면 적거리 산336
중면 마거리 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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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비고
DMZ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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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외(약 12.0km)
민통선 외(약 11.9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1.1km)
민통선 외(약 10.9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6km)
민통선 외(약 3.7km)
민통선 외(약 11.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0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4.8km)
민통선 외(약 5.6km)
민통선 외(약 12.7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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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신고
2020.03.24.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2020.03.25.

확진
2020.03.25.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2020.03.26.

시도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시군구
연천
파주
화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주소
연천읍 부곡리 산18
군내면 읍내리 산4
간동면 방천리 1557-2
중면 적거리 산339
중면 적거리 산337
중면 합수리 산134
중면 적거리 산335
왕징면 강서리 산14
왕징면 강서리 산52
왕징면 강서리 332

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민통선 외(약 11.9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3.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봄철 대비 멧돼지 ASF 확산 차단 및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2020.3.24.]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야생멧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
- (농식품부) △농장 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 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
조치를 구체화하여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 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하여
1:1 컨설팅을 실시, △2020년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
- (환경부)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국방부)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
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 접경지역과 산악
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 중
❍ [농식품부,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2020.3.25.]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020년 3월 25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파로호 남측) 등을 방문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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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0년 제21대 총선 주요 농정공약 외
[기획] 제21대 총선공약 2020년 제21대 총선 주요 농정공약
※ 주요 정당별(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선공약 중
농정공약의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2020년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총선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을 정리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3월 19일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간

※ 5대 핵심가치 및 10대 정책과제: 혁신(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균형발전, 민생활력, 포용사회), 안전(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평화안보)
❙2020년 제21대 총선 농정공약(더불어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

•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전후방 연관산업 투자유도·유능한 청년 유입 등을
위하여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축산
농장, 노지 스마트농업 보급을 대폭 확대
-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 R&D 지원
•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식품분야(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를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메디푸드·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가칭)미래
1. 농업의 스마트화,
식품산업 혁신기술개발’ R&D 사업 추진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Ⅰ. 혁신
신성장동력을
- 대체식품 등 유망 식품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출하겠습니다.
-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국산 원료 농산물 조달체계를 확충하고, 저온유통
체계 확충,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 지원확대
•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단계, 수확단계 중심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80%
수준으로 확대
• 식품산업 전시·체험 및 쇼핑·관광을 함께하는 식품테마파크 조성 추진
- 그로서란트(grocery+restaurant) 마켓, 식품박물관, 식품체험·교육관,
상시박람회장, 둘레길 공원 등 식품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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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공약

주요 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추진
- (대상 확대) 40세 미만 →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 5년 이하
- (지원금 상향) 연차별 월 100~80만 원 → 150만 원
• 농업소득이 낮은 청년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금리 인하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지원확대
2. 청년농업인,
미래 농업의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 기술집약형 농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청년
인력 육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을 설립
• 농촌 지역 청년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안정, 육아
부담 완화, 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확대
• 고령농의 영농기반이 원활하게 가업승계 청년창업농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 농식품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를 연계하여 창업농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딩체계(진입 → 성숙)를 구축
- 창업단계 잠재력에 투자하는 ‘영 파머스 펀드’, 성장단계 ‘징검 다리
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회수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신청·이행점검·사후관리·홍보 등)를 조기 구축
하고, 직불제를 지속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능 강화
-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 검토

•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 확대
3. 공익형직불제를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조정 추진
사람·환경 중심으로 조기
• 농업부문 조세 특례 항목 연장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지원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의
뿌리 중소가족농 지원을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Ⅲ. 포용
비과세,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등 특례 연장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하여 청년농과 중소농 중심으로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 추진
• 농업인, 마을주민 등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확산
-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및 농업인 투자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 추진
•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가소득 향상방안 등 중소
농어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치 확대 추진
4.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의료·복지서비스>
모두 다 같이 살아보고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 추진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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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우선 도입(2만 여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정착
추진(2022년∼)
• 농어촌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3∼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 돌봄시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을 2024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설치 확대
•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 간 격차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에 시설·장비 보강 지원
- 취약지역 응급실 유지를 위한 인력·재정·기술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응급
의료 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
- 20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비 등 지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율 2024년까지 농업인 75%, 어업인 55.6%까지 확대
- 여성농어업인·비조합원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90일 이상 농업종사
근로자도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노인·장애인 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을 제공받는 사회적 농장을
2024년까지 100개소로 확대·지원하고,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교육·문화 서비스>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 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노선공유형 통학버스, 통학 택시비 지원 등 학생별 맞춤형 통학 수단 제공을
확대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2024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총 150개 조성
<정주기반 개선>

•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행복버스, 100원 택시, 효도택시, 수요
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하고, 중·장거리
교통거점인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과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도입으로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구축 추진
- 30분 내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창업 등 고차·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벨 등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
• 농촌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
- 기존 국토 관리체계 보완 및 공장·축사 등 농촌지역 주요시설의 입지관리 강화
• 지역별 체계적인 농촌빈집 정비계획수립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유휴 시설 매년 7천∼1만 동을 귀농인의 임시주거지원 및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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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농어촌,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먹는물 공급시설 설치 확대
- (농어촌·산간) 지방상수도 확충, 광역상수도직접 공급 추진
-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시설, 해수담수화선진화, 해저상수관로 매설 추진
• 농어촌, 도서, 산간지역의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 (수질관리 강화)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분산형 수처리
시설 도입 및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확대
5. 도시와 농어촌 간 차별 - (수원 안전성 강화) 농약·축산 분뇨 등 농업비점 오염 저감관리 강화 및
없이 누리는 물복지를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확대 등 수원 안전성 확보
실현하겠습니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물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수돗물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상수도 전반의 기술지원을 통해 수돗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진
- (사회안전망 서비스 강화) IOT 기반 수돗물 검침으로 소외·취약계층 대상
으로 물 사용 패턴 이상 시 지자체 등에 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 (중소 지자체 통합관리) 지역 간 요금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보편적 물복지 확대
• 가격 급등락이 심한 주요 채소류(무, 배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변동성
완화와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해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및 정부
지원율 상향 등 채소가격안정제 강화
•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
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PO) 육성
- 적정 재배면적 결정, 자율폐기 등 자율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을 우선 추진하고, 배추, 무, 고추 등으로 확대 추진
- 산지 거점별 핵심농협과 통합마케팅조직 등 산지조직의 조직화와 판매·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형PO(Producer's Organization)로 단계적 전환·
육성
6.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 관측시스템 고도화로 농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를 독립기관화 추진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농협의 판매·유통기능을 - 표본농가 생육단계별 작황 정기실측 및 DB 구축, 생육·기상전문가 네트워크
강화하겠습니다.
구축, GIS 기반 농업정보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등 관측시스템 고도화
•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대안 유통경로로
ICT 활용 농산물 산지 공판 기능 활성화
- 품목별 산지 출하자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직접 거래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통합 거래 플랫폼 구축
• 일선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조합발전계획 수립 제도화
등 농협중앙회의 조합지원기능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농협 지역조합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사업 이행 강화 방안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조합 경제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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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성별 수요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확대 유도
• 자격요건 재정립·연계 지원사업 확대 등 공동경영주 제도 내실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 여성농업인 농작업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지원 확대
-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술이전 및 첨단농기계 연구·개발 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유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편의장비 장기임대
7. 여성농업인을 더
사업 및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이용·경정비 교육 확대
배려하여 양성이 평등한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및 단계적 확대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운영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농촌 지역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농업인대상 교육과정에 성평등교육
확대 및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육성
•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 지역 농특산물 활용 마을단위 꾸러미사업, 여성농업인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지원 등 여성농업인 소규모 생산물 유통지원사업 확대
• 성숙한 동물보호, 공존문화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동물보호·
복지 교육을 추진,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 입양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입양이 가능
하도록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개물림 사고 등을 일으킨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 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맹견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공동주택 사육허가제 등 추진
•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행위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 등 재발 방지방안 마련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국비지원율을 확대하여 지자체
8.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입양비 지원, 구조
및 입소 초기 치료비용 지원확대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 동물보호센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 입소 전계류
강화하겠습니다.
및 전염병 검사 등 준수사항 강화
- 병역 의무,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사육포기동물인수제 도입 추진
• 소비자 신뢰제고 및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도를 도입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및 민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설치 확대 및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개수 제한 완화
• 반려동물 분양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반려동물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전문가 양성 및 반려동물훈련사 국가자격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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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 감면 또는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 시 중성화가 된 개체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 동물등록비용과 중성화 수술비 지원(기초 수급자 우선 지원) 추진
•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을 규제해 관리 사각지대의 반려동물복지를 개선
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 추진
-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 마련
• 축산환경 개선 및 농장동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포함 추진
- 소규모 농가의 동물복지 전환 시설자금 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축산물 개별기준에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포함
• 봉사(사역)동물 불법 실험 처벌 강화 등 봉사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실험대체법 확산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최소화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의 복지실태 파악·공개 추진
- 미성년자 해부실습 대체 교재 개발 및 보급을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에 반려동물 보호·복지·의료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충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
- 학대사건 발생 시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인력)을 확충하고,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확충 추진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 수립·실행 확산 지원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에 농정사업 연계지원, 안전성관리·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 수립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중소농업인 생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 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국공립병원,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Ⅳ. 안전

9. 우리 먹거리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독립매장, 숍인숍, 관공서유휴공간·농협매장 등 활용 로컬푸드 판매장
1,200개 이상 확대 조성
-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로컬푸드 구매·체험·문화활동이 동시 가능한 (가칭)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설치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해 국산 채소·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확산
•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국산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 과일
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 미래세대 건강·환경보전을 위해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단계적 확대

10.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차단을 위한 지원 강화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 울타리, 축사별 전실 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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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발생지역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 지원
•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에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농장 등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제도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농장시설기준 강화 등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 거점 소독시설 현대화사업 전국 확대 추진
• 가축분뇨 적정처리, 화학비료 감축, 토양환경 개선 등 축산-경종-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축산업 생산성향상, 악취제어 등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무허가축사·악취·환경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현지주민·
축산인 등과 이익 공유 방식으로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1.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농민>

•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 전후방 연관산업 투자 유도, 유능한 청년 유입 등을
위하여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축산농장,
노지 스마트 농업 보급을 대폭 확대
•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식품분야(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를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2. 공익형 직불제를
사람·환경 중심으로
조기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의 뿌리인
중소가족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의 공익적기능 확대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능 강화

3. 임업인 소득강화 및
산림순환경제로
임업·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임업인 자연재해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 단가 상향조정

• 타 산업과의 형평성 및 임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림분야 세제 개선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차단을 위한 지원 강화

4.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농장 등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제도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농장
수 있고 환경과
시설기준 강화 등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조화되는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 가축분뇨 적정처리, 화학비료 감축, 토양환경 개선 등 축산-경종-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제21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정책 공약집」(2020.3.23.)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은 2020 희망공약을 내세워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농어업·글로벌해운 재도약이라는 농어업 공약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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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 농정공약(미래통합당)❙
공약

주요 내용

<추진배경>

• 현재 대한민국 농어업은 개도국지위 상실, WTO 등의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변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농어촌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
• 농어업 관련 현재 국가 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 예산 대비 3%도 되지 않아 농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
•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또한 증대
• 농산물 수급 및 재배 동향 등 정부의 예측 실패에 따른 채소 산지 폐기 및 가격 급락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민소득 보장이 절실
•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의 농업을 이어 나갈 젊은 농업인 농가수가 7,600호에 그치고 있으며, 농작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증대
• 우선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국가 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을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
1.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하여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年 120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
- ‘직불제법’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 안정적 재정 확보와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를 통해 우리 농어촌을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조성
• 2000년 농가 인구가 400만 명에서 2018년 기준 230만 명으로 약 50%가
감소, 특히 2018년 기준 만 40세 미만 농가호수는 전체농가 102만 호의 1%도
안 되어 농업의 지속가능과 존속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외국인 고용 등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
• 여성친화적 작업 환경조성, 가사부담 경감 등 농촌여성 노동여건 개선도
필요

2.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실효적·체계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
-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 원씩 지급 등 청년·
후계농 지원을 강화
•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로
청년의 농업가업승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
•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5,000명까지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확대,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을 강화
•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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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공약

주요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금액산정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되어 국가적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재해로 인한 수량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수입 감소에 대한
관리 수단이 부족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도 39%에 지나지 않는 상태
• 농산물 수급 및 재배 동향 등 정부의 예측 실패에 따른 채소 산지 폐기 및
가격 급락이 매년 반복

3.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
되도록 하여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강화
-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
•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신설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해 선제적 조치를 강화
- 쌀생산조정제를 3년으로 추가 연장해 농산물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농민
소득을 보장
• 2020년 3월에 시행 예정인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추진이 미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벌 유예 및
개도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준비기간 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

※ 출처: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2020 희망공약, ‘농어업・글로벌해운 재도약!’ 『농어업 공약』(2020.2.18.)
<정의당>

❍ 정의당은 2020년 3월 25일 제21대 총선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
하여 4대 비전,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앞서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
이라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2020.3.18.)을 가져,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강조

※ 4대 비전 및 10대 정책과제: 차별에서 평등으로(공정한 출발선, 든든한 디딤돌, 땀에
정직한 나라), 특권에서 공정으로(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우선 진짜경제), 경쟁에서
평등으로(따뜻한 공동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사람이 있는 미래), 위험에서 안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2020년 제21대 총선 농정공약(정의당)❙
공약

주요 내용
• 지속적인 농산물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 경제 위기 심화

1.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을
확보하겠습니다.

• 도농 간 소득 격차 65.5%, 농가 내 소득 5분위에 따른 격차 12배에 이르러
소득 양극화 심화
진단 • 농촌 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위기 확산, 65세 이상 농가가 43% 이상, 전국
시군구 중 40%가 30년 이내 소멸위기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온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농어민 수당지원 조례 확산, 제도화를 통한 전국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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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공약

주요 내용
•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원
-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 안정적 삶 보장을 위해
약속
기본권 보장 추진
-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 GMO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가 시행되지
못하여 식품 안전성 위기 확대
진단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절반 이상이 가공식품이고, 많은 부분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음.
• 학교 혹은 마을 단위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 공급과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
• 종자시장이 다국적기업에 장악되어 대외종속 심화, 안정적인 식량자급 체계를
유지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GMO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지원
-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수집, 보관과 함께 유전자원을 등록하여
종 다양성을 보전

2.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겠습니다.

- 토종농사에 따른 소득 하락을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업의 지속성 담보
• 학교,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
- Non-GMO 식재료의 학교 및 공공급식 사용
약속

- 주요농산물 공공비축 실현
•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국가식량공급체계 마련
- 지역 및 권역별 식량자급 계획에 따른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수립
- 저소득층에 식료품비 구입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및 아침 간편식 지원
- 마을공동급식 등에 지역산 제철 농산물 공급
-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체계 구축
• 친환경 공공급식지원 센터 설립
- 지역 중심 식량공급체계를 담당할 거점 지원센터 설립
• 농가인구 중 여성이 51.1%이고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를 차지
• 2016년 기준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06만 7천 명이고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36%가 농촌지역에서 거주, 또한 독거노인 25.4%는
‘주택법’이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

3.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진단 • 농촌현장에서 매년 농기계 및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민간 보험제도의 한계로 재활 및 영농복귀의 어려움
• 나이 드신 대부분의 농민들이 오랜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병을 가지고
있으나 읍면별 보건소 등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할
기반이 약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체계 수립 필요
약속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및 복합형 생활주택, 공립형기숙사 건립
- 초·중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 공립형기숙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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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공약

주요 내용
• 노인 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마을 단위 농어촌 노인 공동주거 시설 확충
- 농업과 연계된 치료와 돌봄 사업을 지역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육성
•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 농어업 노동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정부 지원
강화
- 근로복지공단 업무 범위에 농어업 노동재해 포괄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
-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
-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반영
• WTO와 16개의 FTA로 인해 완전시장개방 체제에 진입하여 농산물 가격과
농업수익률 계속 하락, 가격이 올랐을 때는 평년 대비 56%까지 폭등했다가
떨어질 때는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채소류 변이계수(가격
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 반면, 일본은 0.05로 우리나라가
5배 정도 커 그만큼 가격 불안이 심각한 실정
진단 • 계약재배, 산지폐기, 수매비축등 각종 수급안정 정책이 있으나 가격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그나마 사후약방문처럼 가격대란이 발생하면 시행하거나 생산량
대비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높은 자기부담률, 피해
산정의 불합리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률(5%)은 올라가는 반면, 농어민의 손실은
커지는 문제 반복

4.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도입
-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가격예시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유지, 신규 후계
인력 확충, 공공수급을 통한 유통혁신, 가격보장 실현
약속

•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실현
-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적극 유도
- 가축분 퇴비의 품질을 높여 경종농업과 자원순환 실현
- 자원순환 공익직불제 도입
•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 도입, 가입대상 품목확대, 자기부담률과 할증제도 완화,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통해 실소득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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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 촛불 정부를 자임했음에도 농정 책임자의 잇단 사퇴 등으로 농정개혁의 시기를
상실하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농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쳐 농정불신 증폭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등 당사자인
농업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 통상협정이 반복되고 있어 미래 농업에 대한
불안감 심화
진단

• 2020년 정부 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농식품부 예산은 2.9%)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어 최근 6년 내 최저치
•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도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농과 소농의 직불금 수급 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에서 대농의
직불금 수급을 현상 유지하는 하후상동(下厚上同)형으로 전환하여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 답습
•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 167.9만ha 중 94.4만ha로 비율은
56.2%(2015년)에 불과, 비농업인이 44% 소유
- 전체 농지 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는 70% 정도로 많은 농지가 이용, 관리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농지 잠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5. 농정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개혁 필요
•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확대 개편
- 농정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6% → 30 → 50)
- 소득분위 최고와 최저 격차를 5:1로 단계적 완화(현재 12:1)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 현재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선출방식을 농협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 이후 전체 조합원에게 선출권 부여-시군지부-광역본부 체계를 시군
연합회-광역연합회-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조직개편
약속 •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 중앙정부의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확대
- 포괄보조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지방농정 재정운용 효율화
• 농지의 비농민 소유 규제 강화, 경자유전 원칙 확립
- 농지전용 엄격히 제한, 농지 실경작 여부 확인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과중
부과
- 비농민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청년농민 및 귀농인에게 우선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
• ‘후계농어민 인력육성지원법’ 제정
- 후계농어민 감소에 따른 고령화 해소
- 귀농귀어 및 귀촌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어민 인력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2020 정의로운 대전환」(2020.3.25.),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료(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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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OECD How’s Life? 2020 주요 내용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How’s Life? 2020』의 주요
내용”(출처: www.oecd.org, 2020.3.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
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해 온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제5판)을 2020년 3월 9일 발표
하였으며, 주로 회원국의 현재의 웰빙(11개 영역), 미래의 웰빙 자원(4개 영역) 등에
관한 15개 영역별 각종 지표와 해설자료를 수록

※ 동 책자의 온라인 버전 및 회원국별 웰빙 현황을 수록한 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
(www.oecd.org)를 참조
<OECD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 개요>
◈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웰빙수준과 미래의 웰빙자원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번
보고서부터 정신건강, 무급노동, 관계 만족도, 시간활용 만족도 등을 신규 포함해 80여 개 이상 지표로 확장
◈ 현재의 웰빙수준 물질적 여건 삶의 질 타인과의 관계 및 시간활용 등과 관련하여 개인, 가계, 지역
사회 등의 범위를 포괄하는 11개 영역으로 측정
- 일반적으로 국가 평균만으로 불평등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구그룹별 격차(예: 성별 연령별), 영역별
상하위 계층 간 격차(예: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수준), 박탈 정도(예: 최소 기준 이하 인구
비중)를 함께 고려
◈ 미래의 웰빙자원 향후 웰빙을 지속가능케하는 공공재 성격으로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적자원 사회
자본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
❙OECD 웰빙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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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웰빙] 2010년 이후 OECD 국가의 삶의 질은 가처분소득, 고용률,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등 다수 영역에서 개선 지속
- 다만 소득불균형, 주거비, 과학학습역량 등은 미흡했으며, 특히 경제적불안정,
사회적 관계단절, 정서적 절망 등이 대다수 인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삶의 질 불평등도 지속되는 한편, OECD 국가별로
웰빙 영역별 및 불평등 개선 추이가 상이※

※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불평등이 양호하고 박탈정도(deprivation)도 낮은
것으로 분석
❍ [미래의 웰빙] 2010년 이후 자연적(온실가스, 멸종위기종 등)·경제적(가계부채 등)
자본 악화 및 사회적 자본(정부신뢰도 등) 개선 정체를 고려할 때 삶의 질 지속
제고를 위한 담대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
- 국가별로도 미래의 웰빙 자원별(가계·정부 부채, 생물다양성, 정부신뢰도 등)로
상·하위 국가 간 격차가 심화
<2010년 이후 OECD 국가의 삶의 질 개선 추이>
❍ 2010년 이후 국가의 삶의 질은 다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 신생아 기대수명은 80.5세로 2010년 대비 14개월 증가
- 가구 가처분소득 및 성인 고용률※은 2010년 대비 각각 6%p 및 5%p 상승

※ 25～64세 성인 고용률은 80% 정도이며, 연평균 가구 소득은 28,000$ 수준

- 장시간근로 주당 시간 이상 비중은 7%로 2010년 대비 1.7%p 하락
- 과밀 주택 거주비율은 12.5%로 2010년 대비 2.6%p 하락
- 살인 사망률은 2.4명(십만 명당)으로 2010년 대비 27% 감소
- 야간보행 시 안전도는 남성이 80%, 여성이 60%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성별
격차는 2010년 대비 27% 감소
- 삶의 만족도(10점 기준)는 7.4로 2013년 대비 2.8%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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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부문별 삶의 질 개선 현황❙

주: Y축은 개선된 국가(분홍색(맨 아래부분))의 수를 나타냄.
<삶의 질 취약 영역에 대한 평가>
❍ 이러한 삶의 질 개선에 불구하고 소득불균형, 주거비 부담, 과학 학습역량 등의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개선이 미흡
- 소득 상위 20% 소득은 여전히 2010년과 같이 하위 20%의 5.4배를 상회
-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 비중은 20% 수준으로 2010년 이후 동 비중 하락 국가 수
만큼 상승 국가 수도 상당
- 15세 학생의 과학역량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 특히 경제적 불안정(insecurity), 사회적 관계 단절(disconection), 정서적 절망
(despair) 등 측면에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 (경제적 불안정) △OECD 인구의 12%는 상대적 빈곤(중위소득 50% 기준) 상황,
△OECD 인구의 1/3은 3개월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가구당 순자산(부) 중위값은 2010년 이후 연평균
4% 감소, △저소득층의 1/5은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소비
- (사회적 관계 달절) △OECD 국가들은 평균 주당 6시간 정도를 가족 또는 친구와의
교류에 활용하는데 7개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시간이 주당 30분 가량
감소, △인구의 약 1/11은 긴급한 상황에 의지할 친척 친구 등 지인이 없다※고
응답

※ 50세 이상 노령층은 동 비율이 청년층에 비해 배 이상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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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절망) △OECD 인구의 7%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응답,
△OECD 인구의 1/8은 평상시 기분이 긍정적이라기 보다 부정적일 때가 많다고
응답, △자살 알콜 및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살인에 비해서도 6배 이상 높아
<성별·교육정도별 불평등(inequalities) 지속>
❍ OECD 국가 중 1/3 정도에서 남녀 간 소득격차가 2010년 이후 축소되었으나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는 동 기간 중 1.2% 축소에 불과
❍ 가사 육아 등 무급노동을 고려한 여성 노동시간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남성
대비 일평균 25분(12.5시간/월) 많아

※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의 유급노동(paid work) 시간이 여성보다 일평균 90분 많은
반면, 여성의 무급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2시간 많은 것으로 조사

❍ 고등교육 이수자는 장기노동시간 이외 웰빙영역 대부분에서 중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
- 예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투표율은 6% 높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상회
- 또한, OECD 18개국 조사결과 고학력자 남녀의 평균수명이 각각 3.7년 및 1.6년
높아
<미래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 평가>
❍ 미래의 지속가능한 웰빙 개선에 필요한 자본(capital)을 평가할 때 자연적
(natural)·경제적(economic) 자본에 대한 위협 신호가 명확,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또한 2010년 이후 개선이 정체
❍ [경제적 자본] OECD 국가의 2/3에서 가계부채가 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을 초과한
상황이며, 1/3 국가에서 2010년 이후 가계부채가 심화
❍ [자연적 자본]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18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 위협이 심각
- 재생에너지가 전체 OECD 에너지(mix)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불과
- OECD 국가의 1/2에서 멸종 위기종(species) 수가 2010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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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 정부 신뢰도는 2010년 이후 3%p 상승한 반면, OECD 인구의 43%만이
정부를 신뢰
- OECD 국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여성 비율은 1/3에 불과
❍ [인적 자본] 조기사망률은 201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비만율은 5명당 1명 수준으로
비중이 증가
<OECD 국가별 상이한 삶의 질에 대한 시사점>
❍ 삶의 질 지표의 ‘OECD 평균’은 모든 회원국 상황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별로 볼 때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기는 어려워
- 예로 기대수명은 대부분 국가에서 2010년 이후 상승했으나 아이슬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 등의 경우 정체
- 상대적 빈곤, 투표율, 사회적 지원 등의 경우도 개선 및 악화가 국가별로 상반되게
구분
❍ 특히 삶의 질 평균이 높은 국가(예: 북유럽,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가 일반
적으로 보다 계층 내 불평등이 양호하고 박탈 정도가 낮아
- 다만, 스웨덴 덴마크 등 과거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조차 최근 소득불균형 사회적
지원, 삶의 만족도 등의 악화를 경험
- 반면,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처럼 웰빙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의 삶의 질 개선이
2010년 이후 두드러지는 등 국가별로 상이
❍ 현재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국가 간 격차는 축소된 데 비해 미래의 웰빙 자원 측면
에서 2010년 이후 상·하위 국가 간 격차가 심화
- 예로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의 경우 2010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정부 신뢰도 등의 국가 간 격차도 심화
❍ 국가별로는 현재의 삶의 질은 최근 개선되었으나 미래의 웰빙 자원개선은 미흡한
국가(콜럼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가 있는 반면, 현재의 삶의 질 개선은 정체되었
으나 미래의 웰빙 자원 개선이 양호한 국가(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등)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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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간 삶의 질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삶의 질 극대화를
넘어서 삶의 질 개선을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각각의 측면에서 나누어 접근하는
노력이 중요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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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농업의 영향 및 대응
※ 미국 Farm Policy News의 “COVID-19 Has ”Dimmed“ Economic Prospects
for Corn Belt Farmers”(2020.3.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농업의 영향 및 대응
<영향>
❍ [가격] 세계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선언 이후 미국 농산물 선물가격 하락 폭이
커짐.
- 곡물 선물가격은 옥수수 10%, 밀 2%, 대두 4% 하락하였으며, 연료 소비 위축으로
에탄올 생산량 감소가 옥수수 가격을 더 떨어뜨림. 한편, 외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육우 선물가격이 13% 하락함.
❍ [수급] 코로나19는 생산 충격보다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한 미국 농산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음.
-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외식업] 자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증가하는 반면,
외식업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감소함.
<대응 정책>
❍ [농가소득, 가격] 미국 정부는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총 500억 달러(약 62조 5천억 원 규모)를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함.

※ 미국 상품신용공사는 미국 농무부 산하로 1933년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지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됨.

❍ [인력] 임시 노동자(guest worker)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H-2A 비자를 소유한 농업 종사자들은
멕시코로부터의 입국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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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식품 산업 디지털화: 기회와 도전
※ 유럽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가 발간한 “Digitising
Agrifood: Pathways and Challenges”(2019.12.)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산업 디지털화: 기회와 도전
❍ 최근 EU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위성 사진), 식품
손실 감소(머신러닝), 동적 가격 책정(전자가격표시기), 식생활 정보 제공(데이터베이스
구축), 효과적 교육·훈련(가상현실·증강현실)을 도모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은 미래 농식품 산업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없다면
ⅰ) 에너지 낭비, ⅱ) 시장 집중화, ⅲ)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ⅳ) 소농들의
대기업 경제적 종속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가 데이터 관리, 자산 분배·조정, 계약 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분권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 영역은 다음과 같음.
- 1) 적절한 연결성 보장: 농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넓은 커버리지와 낮은 비용 수준을 유지할 필요
- 2) 모든 기술을 활용: 연결성이 보장되면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술 투자 과정에
공적 재원 투입이 가능
- 3) 기업가 정신 고취, 역량 향상: 데이터 기반 농업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지도 체계
(extension system)가 필요하며,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
하도록 거버넌스와 표준 기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4)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창출·공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지역사회 책임과 권한을 점진적으로 강화
- 5) 농업인·유통업자·데이터 관리자 간 교섭력 재조정: 대형 유통업체와 데이터
관리자들이 소농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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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통과정 상 부정적 외부효과 내재화: AI 개발자가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소비량·환경비용 정보를 공시하면 보조금이나 세제상 혜택을 부여
- 7) 유통과정 단축에 인센티브 부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유도

※ 예를 들어, 식품 공급 과정을 플랫폼화함으로써 탐색비용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
시킬 수 있므며, 블록체인을 통해 식품 이력추적성을 높일 수 있음.
- 8) 식품 손실 감소와 과다자원 재배분: “앱(app)”경제 활성화를 통해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식품의 가격을 즉각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제고
- 9) 데이터 관리 윤리·정책체계: 데이터 보호(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와
차별 금지 관련 규정 명확화, 넛징※(Nudging)을 통해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생산된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간단한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뜻함.
- 10) 농업인 역량과 인지도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학습 등이 유용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백서 주요 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骨子(案)」(2020.3.1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백서 주요 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입각하여 전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및 정책을 매년 5월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주요 내용을 공개함.
-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의 동향과 2020년의 식량·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본 내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특집 1>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기본계획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평가 및 과제, 정책 추진 관점, 식량자급률·
자급력 목표, 식량 안정공급, 농촌진흥, 지속적인 농업 발전, 동일본대지진복구, 농업단체 등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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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특집 2> 여성 농업인 역할 확대

• 농업·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 정비 필요
<토픽 1> 식량·농업·농촌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2015년 UN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농업·식품산업은 자연과 환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SDGs 달성에 솔선하여 공헌, 소비자 행동 및 타 분야로부터 투자를 주도하여 새로운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
<토픽 2> 미·일 무역협정 발효와 대책

• 2020년 1월 발효, 일본 측 관세는 TPP 범위 내, 쌀은 관세삭감 대상에서 제외, 소고기 수출에 관한 저관세
확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시장 개척 추진
<토픽 3>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응

• 일본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선수촌 등에서 일식 제공 및 국산 식재료 활용 추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꽃을 올림픽 시상에 사용하여 지역 부흥 추진
<제1장> 식량 안정공급

• (식량자급률과 식량자급력 목표) △자급률…이상기후로 밀 생산량 감소 등에 의해 전년 대비 감소
(공급열량기준 37%, 생산액 기준 66%), △자급력…서류는 추정 에너지 필요량 상회, 쌀·맥류·대두는 하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지 규모화·단지화, 신규 취농인 촉진 등의 생산기반 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등 추진 필요
• (세계시장 전략적 개척)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일식·식문화 해외 전개, 규격·인증제 활용, 지적재산 활용
• (세계 식량 수급과 식량 안정보장 확립) 세계 식량 수급 동향(인구증가와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 안전공급 불안),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농산물 무역 교섭, 국제 관계 유지·강화
• (식량 소비 동향과 식생활교육) 건강지향, 안전지향, 국산 선호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성, 간편화, 맛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향, 식생활교육 추진 및 일식 문화 보전·계승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원료관리제도를 통해 비료 관리,
유전자조작 농산물 사용 허가에 따라 사용 업체는 관계 부처에 정보 공개
• (동식물 방역) 사육위생 관리 지도 및 백신 벨트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및 발생 시 대응, 야생
동물 감염 대책 강화, 농장 사육위생관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
식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수입 식물 검역, 침입 병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 시행
• (식품산업 동향) 전년 대비 간편 식품 생산액 증가, 2019년 7월 노동력 부족 극복 비전 발표(종업원 의욕
향상, IT·기기설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다양한 인력 활용), 식품 손실 감소 법률 시행,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액션플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책정
• (생산·가공·유통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2017년 농업인이 가공·판매한 농업생산 관련 사업의
연간 총판매액은 2016년 대비 769억 증가한 2조 1,044억 엔,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 체제 구축 추진
<제2장> 강한 농업 만들기

• (농업생산액과 생산농업소득 동향) 농업총생산액은 채소, 돼지, 달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9조 1천억 엔, 2018년 경영체 당 농업소득은 시설채소 및 과일은 전년 대비 증가,
벼농사, 낙농, 비육우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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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 (농업 구조개혁 추진) 농지중간관리기구 활용을 통한 농지 규모화·단지화, 후계자(주요농업인) 동향 및
인력 강화, 수입(收入)보험 시행
•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보전관리) 농지 대구획화, 논 활용도 확대·밭 활용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
수리시설 수명 연장
• (쌀 정책개혁 동향) 2018년산부터 생산 수량 목표 배분 폐지, 산지·생산자 주도 생산·판매 추진, 주식용
쌀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략 작물 및 고수익 작물로 전환 추진, 지난 5년간 사업용 쌀 수출 4배로 증가
•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밀·대두…날씨의 영향으로 밀 생산량 증가, 국산 밀·대두 수요 상승에 따라
품질·수량 안정을 위한 대응 추진, △채소…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 가공·업소용 수요 증가, △ 과실…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식품 섭취 외부화·간편화에 대응한 가공품 공급 추진,
△잎담배…경작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축산물…농가는 감소하는 반면 대규모화 진행
• (생산현장 경쟁력 강화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농작업 안전 대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적응 대책 추진, 친환경 농업 추진
• (농업을 지탱하는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한 자기 개혁 추진, 농업위원과 별개로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회 설치를 통한 농지이용 최적화 활성화
<제3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진흥 및 활성화

• (농촌 현황과 지방 창생 동향) 2045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예상, 최근 도시 청년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흐름 확대, 향후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농촌 유입 추진
•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향상을 위해 기반 정비 활성화
• (체류형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어촌 공생·교류) 농촌관광을 비즈니스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을 채택하여 지원, 외국인 관광객 여행자를 위한 ‘SAVOR JAPAN(식당 소개)’ 지역 추가(총 27곳)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휘) 직불금 활용을 통해 비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 수리시설 등
적절한 보전관리, 농지 감소 방지(7만 5천ha), 온실가스 감소(14만 톤 감소) 등에서 효과
• (야생동물 피해와 수렵육) 야생동물 피해 현황과 대책(ICT 이용) 추진, 수렵육 소비 증가 중
•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총 발전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4%로 향상, 가축 배설물을
이용한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지원
• (도시농업 진흥) 도시 주민의 71%가 도시농업과 도시에 농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응답, 도시농지대차법에
따라 생산녹지지구의 농지 대차가 가능
•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농촌과 복지 연계 인지도 향상, 매칭 구조 구축, 전문 인재 육성, 시설 정비 추진
<제4장> 재해 피해복구와 재해 방어 및 감소, 국토 강화

• (2019년도 재해 피해복구) 자연재해로 인한 농림수산업 피해 증가, 이에 대한 대응 확대
• (동일본대지진 복구, 구마모토 지진 복구) 영농 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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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식량·농업·농촌 정책>

Ⅰ.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유지 향상
•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유지 향상을 위한 대응 • 주요 품목별 생산 노력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Ⅱ.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
•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 글로벌시장 전략적 개척 •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 확대
•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응한 식품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식량 공급의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 TPP 등 새로운 국제환경 대응, 향후 국제 교섭에 전략적 대응
Ⅲ.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의 실현을 위한 후계자(주요농업인) 육성·확보
• 농업현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인력 및 주체의 활약
•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 확보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 농업 성장 산업화, 국토 강화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
• 수요 구조 등의 변화에 따른 생산기반 강화와 유통·가공 구조 합리화
•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유통 현장 혁신 촉진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
Ⅳ. 농촌진흥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

• 농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정비

• 농촌을 지탱할 새로운 움직임 및 활력 창출

• 소관 부처 연계 구조 구축

Ⅴ.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과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복구

Ⅵ. 농업 관련 단체
Ⅶ. 식품과 농업에 관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Ⅷ. 종합적·계획적 식량, 농업 및 농촌정책 추진

- 50 -

⎗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2020년 제21대 4·15 총선 주요 농정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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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1대 4·15 총선 주요 농정공약
<개요>
❍ 2020년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농정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정당
마다 다양한 농정공약을 제시, 특히 ‘청년농 육성’, ‘농민수당 및 직불제 확대’,
‘농지제도 개혁’ 등은 여러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21대 국회의 농정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계획 세우고 실행 중인 농업정책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속을, 미래통합당은 농업예산 부족 문제부터 농산물가격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까지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약
하였으며, 정의당이나 민중당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공약내용을 대부분 수용
하는 뜻의 농정공약을 발표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지난 2020년 3월 15일 농어업부문 총선공약을 발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수산식품산업 혁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다짐
-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해
농업·농촌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이 시급,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 이를 위해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형 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 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 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 공약을 통해 국민, 농업인, 농산어촌거주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 51 -

⎗ 아젠다 발굴

❍ [미래통합당]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농업공약을 발표
-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개도국 지위 상실, WTO 등의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 초고령화 사회 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농촌 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라고 분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농업인 연금제 실시, △임업, 축산업 직불제 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농업인 연금제’ 실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공약을 이행해 우리 농촌을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지켜나가겠다”고 전해
❍ [정의당] 2020년 3월 18일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골자로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6대 농업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25일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책 공약집을 발표
-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민 중심의 농정개혁과 국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나누는 국민 농정을 제안
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 자긍심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민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안정, △농정의
대전환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농민소득의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6대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 [민중당]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달성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선 이런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
- 농민수당 입법화와 농지제도 개혁 역시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성평등 농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통일경작지 확대를 통한 통일특구 조성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의한 쌀 의무수입 중단과 농업희생형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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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민 소유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확대,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를 통해 신규
청년농 등에 무상임대 확대를 강조하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청년농
맞춤형 행정지원, △농업노동권 전면 보장, △농민의 시장교섭력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 [녹색당] 먹거리 주권체계 확보에 대한 계획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제(2030년: 70%,
2050년: 100%) 도입, △학교·군대 등 모든 공공먹거리 50% 이상 친환경 로컬푸드
구성 의무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약속
- 또한, △농민기본소득 실현, △소농·임차농의 농사활동 우선 지원, △경자유전의
헌법원칙 준수 등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상도 마련하고, △경작
농민등록제 실시, △청년 여성농민 우선 지원 등 성평등 농촌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약에도 주안점
❙정당별 주요 농정공약❙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 공익형직불제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제 조기구축, 직불제
지속 확대
•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및 선발
인원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금리
인하 추진
• 임대형 스마트팜 2023년까지
전국 11곳 조성
• 스마트팜 전문인력 매년 200명씩
2024년까지 800명 양성
• 채소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15% → 30%)

• 농업예산 5% 확대
• 농어업인연금제(가칭) 실시, 연
120만 원 지원
• 임업·축산업직불제법 제·개정
•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 농업통계 전문기구 신설
• 농산물 가격안정 선제조치 강화
• 개 사육농가 폐업지원사업 추진

• 농어업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확보
•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및 전국화
• 학교·공공 급식 친환경농산물
현물지원 확대
•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비농민 농지소유 규제 강화

민중당
•
•
•
•
•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달성
농민수당 입법화
비농민 농지 소유 금지
성평등한 농촌 관련 특별장려제 도입
통일경작지 확대 통한 통일특구 조성

※자료 농민신문, 2020.3.13.(출처: 각 당)

녹색당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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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 농업 지원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제 도입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경자유전의 헌법원칙 준수
경작농민등록제 실시
GMO 농산물 금지
농민 대상 산재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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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요구>
❍ 농민단체들은 특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등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해 각 정당에 전달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요구사항을 발표
- 농축산단체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축산인의 소득안정 관련 법·제도를 마련되길 바란다”며 “특히
농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시사점>
❍ 각 당에서 내놓은 농정공약 중 공통되는 것은 △청년농 육성, △농민수당·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농지제도 개혁, △농어업인 복지 등이며, 정당별
‘키워드’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공존하는 한편,
일부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나 이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해 농업계에서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반응도 나와
❍ 또한, 그동안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성명 등을 통해 주요
농업·농촌 현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활성화※※※ 등을 제시해왔지만 주요 농정공약에
농업·농촌 현안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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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인 고향세 도입은 농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사항,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금액이
5,127억 엔(약 5조 5,443억 원)에 달해 2017년 3,653억 엔보다 40%나 증가
※※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2017년 농협을 중심으로 범농업계가 1,153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을 정도로 공감을 얻었던 사안
※※※ 상생기금의 경우 2026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기업체의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
❍ 주목할 점은 시대·여건의 변화 속에 농업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에 우선순위가
바뀐 점에서 농민단체들이나, 정당들의 농정공약이 변화
- 실례로 과거 제19대, 제20대 총선 즈음에는 FTA 농산물 피해대책, 쌀값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확보 등이 굵직한 공약
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사라져
- 농민단체들 또한 예산 확대를 통한 농업보호 정책 요구엔 변함없지만, 통상외교에
대한 대응책, 상생기금 적립 촉구, 유통구조개선에 전력을 다하라는 문구도 찾을
수 없으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대책을 요구하거나 준비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져
❍ 이제라도 각 정당은 주요 농업·농촌 현안들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21대 국회의
중요 농정 키워드로 삼을 필요
자료: ““청년농 키우고 농민수당 지급…비농민 농지소유 규제” 공약” / “[사설] 기대
못 미치는 4·15 총선 농정공약”(농민신문, 2020.3.13.), “[총선 브리핑(1)]
농축산인들이 원하는 총선 공약은” / “[총선 브리핑(2)]미래통합당 농업 공약…
‘농업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총선 브리핑(3)]민주당 농업 공약…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 “[총선 브리핑(4)]정의당 농업 공약…
“농민 삶 넘어 국민 먹거리 책임지겠다””(농장에서 식탁까지, 2020.2.27. /
3.5. / 3.16. / 3.20.), “[주목] 더민주, 7개 분야 농정공약 무엇이 담겼나” /
“더민주 총선공약에 수산업·어촌 실종”(농수축산신문, 2020.3.17.), “[4·15
총선 농정공약] 농민 기본소득·수당 이슈화 주목…이행 방안 없는 선심성 공약
여전”(한국농어민신문, 2020.3.17.), “정의당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해야”…
농어업·먹거리 공약”(NEWSIS, 2020.3.18.), “총선 한 달 앞으로…정당별
농축산 공약은”(축산신문, 2020.3.18.), “‘수입개방대책’ ‘유통구조개선’,
과거 공약도 지켜야”(농업인신문, 2020.3.20.), “더민주·정의당, 21대 총선 농업
공약 발표”(한국농정신문,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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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자료 : 통계청(2020.3.26.)

개요
❍ [통계청,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발표, 2020.3.26.]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TEC※)는 OECD 작성기준에 따라 기업유형별 무역효과 및 국제교역 흐름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TEC(Trade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주요 내용
❍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수출입 현황] 2019년 수출기업은 97.4천 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 수출액은 5,4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 2019년 수입기업은
192.7천 개※※로 전년 대비 4.2% 증가, 수입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감소

※ (기업규모별) 대기업 0.8천 개(-0.1%), 중견기업 2.0천 개(3.9%), 중소기업 94.6천 개(1.2%)
※※ (기업규모별) 대기업 1.1천 개(1.0%), 중견기업 2.5천 개(4.1%), 중소기업 189.1천 개(4.2%)
❙수출입 총괄표(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전체
대기업
재화
성질별
기
업

산업별

규

상위
3개국

모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광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산업
중국
미국
베트남

중견기업
별

재화
성질별
산업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광제조업

2016
-6.0
-7.9
-6.6
-8.0
-8.1
-8.0
-17.7
9.6
-9.8
-6.3
26.0
-5.8
-4.0
-7.6
-5.3
-5.7

수출
2017 2018p
15.8
5.4
19.6
5.9
-5.3 -5.8
21.9 17.6
24.6
3.0
18.6
5.4
63.3 12.5
-8.4
6.8
18.0 15.8
2.0
2.9
59.2 12.5
6.7
8.1
12.4
5.8
17.0 22.1
1.3
1.6
4.6
7.9

2019p
-10.3
-13.5
4.1
-9.8
-18.3
-13.1
-18.7
-13.4
-20.5
1.9
-2.7
-4.6
-2.2
-8.7
-2.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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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3
-11.3
2.0
-16.0
-6.4
-10.3
-5.8
-20.9
-7.8
-6.6
4.0
-8.0
-8.9
-11.4
-4.3
-8.5

수입
2017 2018p
18.3 11.9
23.6 14.2
4.2 15.1
26.8 25.2
23.6 -3.2
26.2 12.2
12.3 12.8
21.1 26.7
15.5 12.0
32.2 22.2
22.6 -4.1
5.7 12.6
4.0 21.6
14.2 12.4
-1.7
9.8
4.3 10.1

2019p
-6.4
-7.8
-4.2
-10.1
-4.2
-7.3
-2.6
-14.9
4.4
5.7
-16.8
0.0
-1.0
-8.4
9.8
-4.6

중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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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
업
별

2016

도소매업 -4.1
기타산업 -14.5
중국
-16.2
상위
미국
-4.3
3개국
베트남
8.0
중소기업
1.1
소비재
7.9
재화
원자재
-0.2
성질별
자본재
-0.3
광제조업
1.3
산업별 도소매업
0.7
기타산업
1.4
중국
1.3
상위
미국
1.3
3개국
베트남
11.9
광제조업
-6.5
제조업
-6.5
음식료품
12.5
섬유의복
-3.3
목재종이
-6.3
석유화학
-8.4
금속제품
-2.4
전기전자
-5.9
운송장비
-7.9
도소매업
-5.9
기타산업
5.0

수출
2017 2018p 2019p

2016

수입
2017 2018p 2019p

30.1 12.8 -4.6 -2.5 18.9
8.3 -1.4
4.2 -15.6 -12.0
1.4 12.7 -5.0 -11.0
7.4
3.7 18.4 -1.8 -1.6
6.2
27.0 -4.6
5.6 -5.6
3.9
11.2
1.1 -3.3
3.2 14.8
8.1
5.4
2.0
5.9 10.9
11.7
1.4 -6.1 -0.4 16.0
12.0 -0.5 -3.4
4.7 16.7
12.0
0.5 -2.9
0.9 15.9
9.0
1.9 -4.4
5.1 12.7
18.3
3.2 -1.3
0.3 24.4
10.3
7.5 -4.4
3.6 12.2
7.4
5.3
0.6 -0.3
8.9
38.5 -16.0 -1.2
8.4 12.7
15.2
5.2 -10.4 -8.5 20.2
15.2
5.2 -10.5 -8.1 20.1
14.4
0.7
2.1 -3.1
8.9
0.5 18.8
1.8 -5.7
0.9
2.3
8.8 -7.3 -6.2 18.7
12.8 21.4 -8.5 -14.8 25.2
10.2
7.6 -5.5 -6.7 24.3
24.3 11.0 -17.4 -0.4 26.0
4.9 -19.6
1.8 -12.4 -8.3
27.3
7.2 -10.0
0.8 13.2
-1.6
5.0 -8.8 -17.0 19.6

18.3
42.9
12.8
9.0
12.9
6.2
9.9
1.5
7.8
9.0
3.3
13.4
4.5
6.1
-3.0
11.4
11.3
10.8
11.8
3.1
28.9
6.6
0.5
-5.7
7.7
24.7

0.7
79.3
3.3
-6.7
-3.1
-6.8
4.3
-6.2
-15.5
-7.5
-1.9
-32.5
-3.7
-0.6
-10.9
-6.9
-6.8
-2.6
-0.7
-12.4
-10.7
-4.3
-7.6
9.6
-1.9
-12.9

중국
일본
미국

중국
미국
일본

❍ [기업규모별 무역] 수출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감소, 수입은 대·중소기업 감소, 중견기업 전년 동일 수준
- (수출※) 2019년 대기업은 자동차 등 소비재(4.1%)는 늘었으나, 반도체 등 자본재
(-18.3%)와 석유화학 등 원자재(-9.8%)가 줄어 전년 대비 13.5% 감소

※ (중견기업) 가죽고무신발 등 소비재(-2.2%), 석유화학 등 원자재(-8.7%) 및 반도체 등 자본재
(-2.6%)가 줄어4.6% 감소
※ (중소기업) 내구성 생활용품 등 소비재(2.0%)는 늘었으나, 정밀기계 등 자본재(-3.4%)와 석유
화학 등 원자재(-6.1%)가 줄어 3.3% 감소
- (수입※) 대기업은 자동차 등 소비재(-4.2%), 광물성 연료 등 원자재(-10.1%) 및 정밀
기계 등 자본재(-4.2%)가 줄어 전년 대비 7.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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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반도체 등 자본재(9.8%)는 늘었으나 비철금속 등 원자재(-8.4%)와 의류 등 소비재
(-1.0%)가 줄어전년과동일수준유지
※ (중소기업) 의류 등 소비재(4.3%)는 늘었으나 정밀기계 등 자본재(-15.5%)가 줄어 전년 대비
6.8% 감소
❍ [산업별 무역] 수출은 광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산업에서 모두 감소, 수입은 광제조업
및 기타산업 중심으로 감소
- (수출) 2019년 광제조업은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등이 줄어 전년 대비 10.4% 감소,
도소매업은 10.0% 감소, 기타산업은 건설업 등이 줄어 8.8% 감소
- (수입) 광제조업은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등이 줄어 6.9% 감소, 도소매업은 1.9%
감소, 기타산업은 전기가스 등이 줄어 12.9% 감소
❙산업별 무역 증감률(단위: 전년 대비, %)❙
수출

구분
전체
광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산업

2016
-6.0
-6.5
-5.9
5.0

2017
15.8
15.2
27.3
-1.6

수입
2018p
5.4
5.2
7.2
5.0

2019p
-10.3
-10.4
-10.0
-8.8

2016
-7.3
-8.5
0.8
-17.0

2017
18.3
20.2
13.2
19.6

2018p
11.9
11.4
7.7
24.7

2019p
-6.4
-6.9
-1.9
-12.9

❍ [무역집중도※] 대기업 중심으로 무역액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집중도는 전년 대비 완화

※ 무역집중도: 수출입 기업 중 상위 n개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정도

- (수출) 2019년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37.9%)보다 감소한 34.6%, 100대
기업은 전년(66.5%)보다 감소한 63.9%를 각각 차지
- (수입) 상위 10대 기업은 전년(31.2%)보다 감소한 30.1%, 100대 기업은 전년(56.2%)
보다 감소한 54.4%를 각각 차지
❙무역집중도(단위: %)❙
2015

2016

수출
2017 2018p 2019p 2015

상위 10대 기업

35.7

33.9

36.2

37.9

34.6

26.9

24.9

28.3

31.2

30.1

상위 50대 기업

60.4

58.3

60.3

60.0

57.4

48.5

45.1

47.7

49.9

48.1

상위 100대 기업

66.7

64.8

66.5

66.5

63.9

55.0

51.7

54.2

56.2

54.4

상위 1,000대 기업

83.7

82.8

84.1

83.8

82.6

76.3

74.0

75.7

76.8

75.7

구분
무
역
집
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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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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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