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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코로나19 대응 G20 고용노동장관 특별 화상회의 개최 외(코로나19)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 개최
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확대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외(코로나19)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기획] 코로나19 동향 ❙ (1)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2)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정책 기본방침
• 언론 동향 ❙ 코로나19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

▮통계·조사
• 코로나19 영향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산업 및 직업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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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공익직불제 시행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1.)

개요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0.4.21.]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 행정예고도 함께
추진(2020.4.21.~5.1.)

※ 소농직불금 요건 및 단가,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단가, 환경･생태보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준수사항, 선택직불금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확정

시행령 주요 내용
❍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

※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 선택형공익직불제

- (농가범위)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③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 및 단가)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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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0.5ha 이하
1.55ha 미만
3년 이상
3년 이상
2,0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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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기준
5,6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
-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
❍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2020.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
❍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①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
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으로,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으로,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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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단위: 만 원/ha)❙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

205

197

189

178

170

162

134

117

100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구분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 원)+(1ha×197만 원)

607만 원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2ha×205만 원)+(1ha×197만 원)
+(1ha×170만 원)
(1ha×178만 원) + (1ha×134만 원)
+(2ha×117만 원)

사례 ②
사례 ③

777만 원
546만 원

❍ [향후 일정]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각 읍·면·동
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 예시) 손소독제 준비, 신청장소 공간배치(거리유지), 신청시기 분산 등

-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4월 초부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하였고, 4월 말부터 농업인들
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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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4.22.)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2020.4.22.] 금번 회의에서는 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②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이
논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 (금융위원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1.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상황 평가

❍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민생충격 발생
-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및 민생안정※에 전력

※ ➊ 32조 원 실물피해대책, ➋ 100조 원+α 금융안정대책, 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7조 원) 등 21조 원 추가 보강대책 → 15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책 순차 마련
❍ 그러나, 내수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 전환되는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상황 전개 중

※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만 명): (2019.4/4) 42.2, (2020.1) 56.8, (2) 49.2, (3) △19.5
↳ 201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감소폭은 2009.5월(△24.0만 명) 이후 최대>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

※ 2020.2 → 3월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만 명): (서비스업) 38 → △29, (제조) 3→
△2, (건설)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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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 심화 우려

※ 2020.4월 들어 일평균 수출 급감(전년 동기 대비(%)): (1월) +4.4 → (2월) △11.9 → (3월)
△6.4 → (4.1.～20.) △16.8

- 특히, 최근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

※ 일시휴직자수(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020.1) 54.6<△2.9>, (2) 61.8<+14.2>, (3)
160.7<+126.0>
※ 과거 외환위기 시(1997년 → 1998년) 고용상황: (실업자수) 57만 명 → 149, (실업률)
2.6% → 7.0
☞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긴요
➊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➋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마련

2.

대책 기본방향

❚ 고용안정 특별대책
❍ [그간 대응] 일자리 예산·추경 등 통해 고용안정 적극 지원 (27.4조 원)
- (본예산: 25.5조 원) 작년 대비 대폭 확대(+20.1%)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확대(79만 명 → 95),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7.2조 원 → 9.5), 직업훈련(2.0
조 원 → 2.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 원) 등
- (코로나19 대응: 1.9조 원) 기금변경·예비비·추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0.5조 원), 일자리안정자금(+0.5조 원), 산재보험료 감면(+0.4조 원),
지역고용대응(+0.2조 원, 특고 등 26만 명), 가족돌봄비용(+0.1조 원) 등
☞ 다만,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긴요

❍ [향후 대응] 총 10.1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추진 (286만 명 지원)
- ➊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➋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➌ 긴급 일자리 창출,
➍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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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0.9조 원(52만 명)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1.9조 원(113만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5조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0.4조 원)>
※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3.6조 원(55만 명)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3.7조 원(66만 명)
❍ [추진계획] 시급성,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
- 총 10.1조 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 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3조 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
❚ 기업안정화 지원
❍ [그간 대응] 「100조 원+α」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적극 지원 중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 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 확대
(29.1조 원),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지원(41.8조 원) 등
☞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해결 및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등에 한계
- 특히,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 등의 일자리기반 훼손 우려

❍ [향후 대응]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체계
보강 (+75조 원+α)
- (유동성 부족 기업)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 원+α」
지원 규모·대상 대폭 확대 → 35조 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 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 원)
- (기간산업※)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 → 40조 원+α,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

※ (예)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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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화 지원 체계도

❍ [추진계획]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➊ 2020.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 국회제출,
➋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2020.4.28., 잠정)를 거쳐 국회 제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52만 명, +0.9조 원)

◈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 ① 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 지원, ③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20만 명, 0.27조 원)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2020.4월 말)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 (고시·시행령 개정, +32만 명, +0.48조 원)
↳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 (지원수준) 월 50만 원 × 3개월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시행령 개정, +0.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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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
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시행령 개정, +0.05조 원)
-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노) 임금감소 수용, (사)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 명, +1.5조 원)

❍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 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 원)
※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 [지원 내용] 월 50만 원 × 3개월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 명, +3.6조 원)

【공공부문】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 명, +1조 원)
- (분야)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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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공공일자리 (+30만 명, +1.5조 원)
-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 (조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명, +0.5조 원)
-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지원 내용) 최대 월 180만 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 청년 일경험 지원 (+5만 명, +0.24조 원)
-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 (지원 내용) 월 80만 원 × 6개월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0.32조 원)
- (대상)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②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지원 내용) 최대 월 100만 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86만 명, +4.1조 원)

❍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49만 명, +3.4조 원)

※ 20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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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5만 명, +0.13조 원)
↳ 월 50만 원 × 6개월
❍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2만 명, +0.1조 원)
↳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 원 한도)
-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 원 → 3천만 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고시 및 시행령 개정, 2만 명, +0.1조 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중위소득 80 → 10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11만 명※, +0.13조 원)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월 50만 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7만 명 → 10(+3만 명),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만 명 →
5(+3만 명), ▴청년층: 8만 명 → 13(+5만 명)

❍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17만 명, 0.3조 원)
5.

추진계획

❍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즉시 착수

※ 고시 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 시행령 개정: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
유지협약사업장 지원 등

❍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 재원은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마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1.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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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100조 원+@ 패키지 확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 원+@ 대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
그램 등을 신설
❍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
❍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예)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
조정을 최소화

2.

세부 추진방안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 40조 원+@
-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40조 원+@
-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 업종을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1)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3)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4)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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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노동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 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 도덕적해이 방지장치(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 정상화이익 공유장치(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
으로 제한적 적용
•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 「「100조 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35조 원
-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10조 원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
※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 원으로 확대
•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방안 강구

-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5조 원
•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 원 추가 확대
※ (2020년 발행량 +5조 원) 1.7조 원 → 6.7조 원, (3년간 발행량) 6.7조 원 → 11.7조 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이용 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 일정기간(예: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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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20조 원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
-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하는 방안 강구

3.

추진계획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 원)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결정
- 기금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선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 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내

-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 135조 원+@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
❍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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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G20 고용노동장관 특별 화상회의 개최
자료 : 고용노동부(2020.4.23.)

❍ [G20, 코로나19 대응 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2020.4.2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4월 23일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과 특별 화상회의※(G20
Extraordinary Labor Ministers Meeting)에 참석,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가
글로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사례를 공유

※ 2020년 공식적인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20.9.9일(수)～9.10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

- (주요 내용) 회원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자리와 소득 보호를 위해 고용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
<코로나19 관련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과제로, 공동의 글로벌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0.3.26. 개최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상들은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고, 보건·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및 전체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상들의 약속과 결의에 따라, 우리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의 국내 및 글로벌 노동시장과 사회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의 개발과 시행에 협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항하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과제이다.
코로나19 발생에 대응의 일부로, 전 세계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입원치료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여행과 이동제한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제활동에의
영향과 긴요한 보건 조치들로 인해 실직의 위험과 근로시간 감소, 고용관계의 유예, 소득감소에 직면하고
있는바, 특히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을 포함하여 불평등을 넓히거나 그간의 진전을 퇴색시키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글로벌 협력 속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예방과 통제 조치 및 국가적 상황에 따른 조치 속에서
노동기본권과 고용 증진, 사회보장 강화, 노동관계 안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접근을 계속 취할 것이다.
고용은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고용정책과 여타 정책대응 간 협업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고 견실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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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코로나19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필수 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치들을 통한
보호 조치들을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과 사업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고 영향 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국가 상황에 맞게 개발될 것이나
보조금과 융자, 세금감면, 임금 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벌써 이러한 조치들이 많은 G20 국가들과 전 세계에서 도입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업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과
자원, 공급망, 특히 인력(운용) 측면에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적·국제적 조치가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유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G20 트랙과도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코로나 대유행에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노사단체와의 사회적 대화가 대응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 강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운 바 있다. 벌써 G20 회원국들은 우리가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ILO, OECD, World Bank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단기적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회복기에
대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조언을 계속 구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 G20 행동계획(Action Plan)에 따라, 우리는 ILO, OECD가 코로나19의 고용에의
영향,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책임임을 항상 기억하며,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에의 영향을 축소 및 무력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고안하고 시행하며, 공유
하기 위해 쉼 없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G20 목표에 대한 진전과 노동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조치와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

※ ①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으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사회보험료 감면･납부 유예 등 조치 시행
②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③ 사업장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권장 및 방역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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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코로나19에 따른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4.24.)

❍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에 따른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4.24.]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년 4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FTA정책관,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전문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통상학회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철
대외경제

- (주요 내용)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 이후 통상전략 4가지 정책방향 모색 발언>
Œ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물류·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
모델 또는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등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 주도
 효율성 대신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Ž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
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의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 해외진출 확대
 앞으로 예상되는 신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新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4.2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4.23.(목) 0시 기준 583,971
4.24.(금) 0시 기준 589,520
변동
(+)5,549

확진환자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10,702 8,411 2,051
10,708 8,501 1,967
(+)6 (+)90 (-)84

검사현황
사망
240
240
0

계
573,269
578,812
5,543

검사 중 결과 음성
10,139 563,130
9,600 569,212
(-)539 (+)6,082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 24일 0시)”,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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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20.4.21.)

❍ [기획재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4차 회의※ 개최※※, 2020.4.21.] 정부는
심화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구정책 모색을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0년 4월 21일 「제2기 인구정책 TF
(전담팀)」 4차 회의를 개최, 검토 중인 과제들의 진행 상황과 보완 방향을 중간점검

※ 안건별 심화토론을 위해 3개 작업반(인적자원반･여성정책반･외국인정책반)을 대상
으로 개최되었으며, 나머지 3개 작업반(고령산업반･국토정책반･금융대응반)의 안건은
5차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킬 계획
※※ (참석)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8개 관계부처 1급, KDI 연구부원장(고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작년 출생아 수는 30.3만 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 중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이에 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여성·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온
제2기 인구정책 TF
지역공동화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 중임.
논의 동향
※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 등 / (생산성 제고방안)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 강화 등
※※ (지역 공동화 대응)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 (고령자 증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구정책

• 최근 코로나19 충격은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
• 먼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Untact)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
- 인구구조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의료·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에서 비대면 수요 확대와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Untact Divide) 등이 대표적인 예임.
• 더욱이,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우려
- 2020년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인구정책 TF 참여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야 함.

- 17 -

⎗ 정책동향

지역 인공지능(AI) 인력양성 강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4.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인공지능(AI) 인력양성 강화, 2020.4.20.] 2020년 4월 20일
인공지능 인력양성 지역거점※으로 부산·강원·충북·광주 4개 지자체를 확정하였
으며, 이번에 선정된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2020년 5월부터 1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
으로, 지역 핵심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올해 총 1,620명
양성할 계획

※ 지역거점 인공지능 교육 사업은 지역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협업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역량강화 거점 3개소와
특화인력양성 거점 1개소를 선정
◈ (역량강화 거점)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이 인공지능(AI) 개발역량을 갖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월 단위의 기본, 고급, 비즈니스모델(BM) 교육과정을 제공
◈ (특화인력양성 거점) 6개월 이상의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지역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신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장기집중 양성 교육을 운영

❙4개 지자체 지역거점 인공지능(AI) 교육 사업 수행 주요 내용❙
지자체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공
지능(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 이를 위해 부산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능정보 서비스, 지능형 기계, 스마트
해양물류 분야에서 활약할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별로
나누어 양성할 예정

강원도

• 강원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교통,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해양분야에 특화한 환동해권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북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
등 권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과정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 오창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에 교육 거점을 개설하여 충청권에 위치한 주요 산단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과정을 제공
- 특히 스마트 정보기술(IT)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조분야 인공지능(AI)
융합 과정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
• 자기주도와 협업기반의 인공지능(AI) 학습모델을 제시
- 이를 통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4대 산업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공
지능(AI) 특화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6개월로 구성된 집중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향후 계획) 지역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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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확대
자료 : 환경부(2020.4.24.)

❍ [환경부, ‘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확대, 2020.4.24.] 생태관광지역 주민이
공동체 활동으로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태관광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립생태원과 함께 생태관광지 2곳을 선정하여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감독(디렉터) 양성 및 진단(컨설팅)’ 시범사업을 2020년 5월부터 추진

※ 생태관광: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문화

- (주요 내용) △전국 26곳의 생태관광지역 중 생태관광자원 목록, 성장잠재력, 지역
주민 참여도, 사업 실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2곳이 선정되며, 지역현안을 맞춤형
으로 진단, △최종 선정된 2곳에 대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역 생태관광의 경제적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맞춤 상담으로 주민역량 강화, 일자리 발굴, 소득 창출과 분배체계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RCEP 제29차 공식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4.20.)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9차 공식협상 3일에 걸쳐 화상
회의※ 개최※※, 2020.4.20.] RCEP 제29차 공식협상이 2020년 4.20(월), 4.22(수), 24(금)
3회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

※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약 1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
※※ 금번 회의는 2020년 첫 공식협상※※※으로서, 지난 2020년 4월 7일 약 7시간 동안
수석대표 간 사전 특별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각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하고, RCEP 연내 서명을 반드시 달성
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할 계획
※※※ 공식협상은 처음이나, 지난 2020.2.3.～4. 발리 특별협상(대면), 2020.3.31 RCEP
참여국 중 비(非)아세안 국가(AFP, ASEAN FTA Partners) 간 협의(화상),
2020.4.7. 특별 수석대표 회의(화상) 등을 통해 협상 진전을 지속 모색해옴.

- (주요 내용) 참여국들은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도의 RCEP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제도 규정 등 기술적 이슈 등도 함께 논의하면서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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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 : 보건복지부(2020.4.22.)

개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 2020.4.22.] 2020년 4월 2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
- (정세균 본부장 당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
❍ [화훼소비 활성화]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
-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하였고(2020.4.20. 기준),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

※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CNS 등 꽃 구매･기부 추진
- 연예인·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꽃 소비 부케 챌린지’ 및 대구·
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꽃 소비 확산을 지원 중

※ 유재석, 펭수, 이휘재･문정원, 도티, 홍현희, 이광수, 이종혁, 쯔양, 이원일 등 19명 동참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정부는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
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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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해 대체판로를 지원
-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5천 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87.7톤을 구매
❍ [농업인력 확보]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
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
-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 → 92)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
-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
-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
❍ [긴급자금 지원]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회생자금(300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 원, 2020.3.18.~)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 → 0%) 및 상환연기(1~2년)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
❍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
-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며,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
-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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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3.)

개요
❍ [G2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회의) 개최, 2020.4.23.]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0년 4월 21일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농식품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농산물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인간의 질병으로 변이할 수 있는 동물질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국)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 G20 농업장관회의: 2008, 2010년 국제 곡물가 폭등, 수출제한 등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를 주요의제로 논의 시작, 2011년 최초 개최 이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개최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식품시스템 위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G20 회원국과 복원력 지원 및 위험 완화방안 모색
- (개최 목적) 식량안보에 미칠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G20 국가들이 적극적인 선제
공동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
- (논의 내용) △주요 농산물 수출입 보장, △농업 및 식품 공급사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 종사자 지원방안 등
- (주요 내용)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성,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문에 합의

주요 내용
❍ 회원국들은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에서 세계 식량 공급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절근로자 노동력
부족 문제 등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G20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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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 (설립배경)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 정보 파악 및 공동 대처를 위해 2011년
G20 국가들에 의해 설립
• (역할·기능) 밀·옥수수·쌀 등의 생산, 소비, 재고 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
임을 인식하면서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
- 첫째, 세계 농식품가치사슬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점
으로, 식량의 생산·유통·수출 과정의 투명성·개방성·예측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둘째, 코로나19는 보건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염병
확산이 식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넷째,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
❍ 김현수 장관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농식품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설명
- 첫째,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비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인근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둘째, 소비자들이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 자가격리로 식재료 구매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 셋째,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위생 환경 지원을 위해 농업인들
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 회원국들은 향후 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정부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식품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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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공동성명문>
1.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G20 특별 정상회의 성명문에서 결의한 국경 간 식품, 제품 및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지속적인 이동 보장의 중요성 강조
2. 농식품 종사자들의 안전: 농업과 식품공급망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와 이동성 보장을 위해 노력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의 적정성: 과학에 기반하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고, 목표에 부합한
조치의 시행, WTO 규범과의 합치성 및 농업과 주요 식자재와 관련된 무역 관련 조치의 WTO 통보
4.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및 기타 인도적 단체들의 비상업적, 인도적 목적 식품 구매 보장
5. 현재 글로벌 식량공급이 충분하다는 AMIS의 평가에 주목: 시장과 국가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식품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
6. 농식품 부문의 신속·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민간 협력
7. 공급사슬 붕괴로 인한 식량손실 및 식품낭비 절감 방안 강구
8. 인수공통전염병 통제 매커니즘 강화: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병해충, 이상기후로
인한 미래 발생 가능 재난 대비
9. 농업인, 농식품사업체의 위기상황 중 활동과 생계지원 및 향후 회복지원
10. 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식량안보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완화방안 모색, 모범사례 공유 및 과학
기반 정보 촉진,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와 혁신 촉진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3.)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 2020.4.23.]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소비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오프라인 홍보사업을 비대면(Untact)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시장 트렌드가 욜로(YOLO)에서 홀로(HOLO)로 빠르게 전환
◈ (욜로: 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You Only Live Once)
◈ (홀로: HOLO) 면역용품(Health care), 대용량제품(Oversize), 집콕(Life at home)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Online) 쇼핑을 선호한다는 유통 분야의 신조어

- (주요 내용) 한류연계 온라인콘서트, 동영상 마케팅, 왕홍 등 파워인플루언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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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취소된 뉴욕·도쿄 케이콘(K-CON/CJ E&M 주관 한류 종합 콘서트)을 온라인 공연(V앱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2020.4월~)하고,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송출 시, 한국 농식품을 홍보
※ 스타들이 즐겨 먹는 한국 음식, 스타의 최애(最愛) 식품에 대한 퀴즈 등 간접 광고(PPL) 추진
• 실시간 상호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채널의 장점을 활용하여 후기 공유, 후기에 따른 증정품 제공,
스타가 즐겨 먹는 한국 식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
• 중국은 케이팝(K-POP) 스타 온라인 버스킹(2020.5월~6월, 3회 송출), 홈트레이닝 동영상 플랫폼
(KEEP, 2020.5월~7월)에서 떡볶이·스낵류 등 휴게식품과 인삼·건강식품·에너지음료 등을 간접
광고(PPL) 형태로 홍보
- 또한, 중국 광동성 등 남부권에서 인기있는 요리 동영상 플랫폼인 ‘슬기로운 집콕 생활(味简乐-眉
間乐)’에서는 슈퍼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국 식품을 활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도 개발
(2020.6월~)
•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 강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파워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
- 중국의 식품 전문 왕홍을 활용하여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티몰·징동몰에서 ‘한국인삼대전’을 추진
(2020.5월~)하고, 영유아전문몰과 연계하여 ‘안전·안심 한국 유아식품 판촉전’(2020.6월~)도
개최
- 야외나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온라인몰과 연동된 홈트레이닝
파워인플루언서 채널을 활용,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조제품 등을 소개하고 ‘홍삼=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임을 중점 홍보

- (향후 계획)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마케팅 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며, 농식품 분야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단기적인 애로 해소와 함께 장기적인 신규 시장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방법 및 확인요령 안내, 2020.4.24.]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식 대체식품(HMR)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주요 내용) 인터넷·배달앱 등 통신판매 화면 및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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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증책임제 확산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0.)

개요
❍ [농식품부,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2020.4.20.]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혁신
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9년 추진실적
❍ 2019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282건을 검토하여 68건 정비(24.1%), 건의
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32건 개선(31.7%)
❙2019년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대표사례❙
구분

현황 및 개선
현황 수입식물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➊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행정규칙)

아크릴재로 한정하여 규정
개선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정의하여 지정 표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지정 업체가 검역장소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개정, 2019.12.)
현황 사육시설의 기준을 열거식으로 규정

❷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

※ 예시) 단열시설: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폴,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급수시설: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개선 사육시설의 기준을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시설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0.1월)
❸ 농지전용 협의
권한 위임 및 협의
절차 간소화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농지분야 협의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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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및 개선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및 도시관리계획의 5~10%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도 부여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지역과 같이 농지전용
협의만 거치도록 건의
(건의과제)

개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

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 제곱미터 미만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 효율화와 농지전용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보로 민원인 편익 제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2019.7.1.)
현황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출 심사 시 지자체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 결정※
※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건의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는 경우,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❹ 농촌주택개량사업
증빙자료 제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한도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건물 감정 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건의과제)
개선 사업실적확인서를 받지 않는 경우 준공확인서·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하고, 대출

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증빙자료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 기여(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9.10.10.)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
- (대상확대)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
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

※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 참조)
- (제도 내실화)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 이를 위해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

※ 입증요청: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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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년 분야별 법령 목록❙
분야명(규제사무)

주요 법령(규제사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72)
1. 국민생활
(17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7)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7)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0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30)

2. 기존산업(농업)
(352)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2)
•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29)
•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40)
•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4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96)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4)

3. 기존산업(식품)
(98)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51)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20)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2)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5)
• 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16)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18)

4. 기존산업(축산)
(21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1)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9)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75)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규칙(22)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6)

5. 산업기반(농업)
(362)

•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73)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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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규제사무)

주요 법령(규제사무)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59)
•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35)
•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48)
• 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2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1)
6. 산업기반(경영)
(10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7)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50)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5)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6)

7. 산업기반(생산)
(6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5)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13)

8. 소득보전
(21)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13)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3)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4)

9. 신산업
(116)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2)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2)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65)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23)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109)

10. 질병·안전관리
(319)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23)
• 동물위생시험소법(1)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4)
•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83)
•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88)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52)

11. 지역개발
(24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123)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4)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규칙(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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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4.20.)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안전 관리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2020.4.20.]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
- (주요 내용)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
(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
- (향후 일정) 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20년 7월 중 고시 및 시행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
자료 : 농촌진흥청(2020.4.20.)

❍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 2020.4.20.]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
하고 고품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특성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 간척지 활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간척지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간척지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식량
과학원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

※ 간척지농업연구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간척지법)
제 26조(영농편의 제공) 1～3항과 시행령 29조(권한의 위임･위탁) 2항에 따라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간척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2020.3.31일 팀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출범

- (추진 배경) △기후변화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은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농경지 면적도 2019년
기준 158만 1천 헥타르(ha)로 전년보다 0.9% 감소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 전진기지로써 활용가치가 크며,
△고소득 수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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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풀사료와 바이오에너지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선도, △첨단시설농업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농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첨단 시설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
- (향후 계획) 향후 지속적인 인력 충원으로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추진 목표 및 전략❙
비전

첨단화·규모화 간척지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 가치 창출

◈ 재배작목 확대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2020) 16작목 → (2024) 25
목표

◈ 작물생산성 증대(%): (2020) 100(일반농경지 대비 70% 수준) → (2024) 115
◈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및 첨단원예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 첨단농업연구 단지 조성: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신설(2025)

간척지 농업환경
조사·평가 및 개선
기술개발

추진
전략

• 간척지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
• 간척지 토양 지력증진 및 친환경 숙전화 기술개발
• 간척지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 연구

지속가능한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
•
•
•

간척지 적합 소득 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
간척지 활용 사료작물 대규모 재배기술 연구
바이오매스 에너지 작물 재배기술 개발
간척지의 지속적 활용률 위한 경지 이용 증진 연구

규모화, 첨단화 등
간척지농업 연구

•
•
•
•

간척지 적용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
간척지 활용 수출농업 촉진 기술 개발 연구
간척지 적용 시설농업 기반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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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민ㆍ관 합동 홍보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2.)

❍ [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020.4.22.] 지속 발생
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

※ 개 물림사고(소방청): (2016) 2,111명 → (2017) 2,404 → (2018) 2,368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주요 내용) △주요 홍보사항…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②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
보호법」 내용※※, △홍보방법…아파트·동물병원 등 포스터 부착, 현수막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

※ 맹견 소유자는 ①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②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착용, ③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④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함.
※※ 2021.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개정 「동물보보법」(2021.2.12. 시행) 주요 내용>
Œ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Ž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 2월까지 「동물
보호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
-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을 분양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고 분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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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4.20./4.21./4.22.)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4.22.]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
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4월 21일
멧돼지 시료 56건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의 멧돼지 시료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총 550건 확진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550건): 연천 213건, 화천 211건, 파주 91건, 철원 28건, 양구 3건,
고성 3건, 포천 1건 등 총 550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4.22.)❙

구분
1
․
․
․
546
547
548
549
550

신고
확진
2019.10.02. 2019.10.03.

시도
경기

2020.04.18.
2020.04.19.
2020.04.19.
2020.04.20.
2020.04.19.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2020.04.20.
2020.04.20.
2020.04.20.
2020.04.21.
2020.04.21.

시군구
주소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화천
연천
연천
연천
포천

결과
양성

상서면 봉오리 산1
연천읍 부곡리 산83
연천읍 부곡리 산83
왕징면 강서리 22
관인면 중리 산289

비고
DMZ 내

양성 민통선 외(약 6.8 km)
양성 민통선 외(약 14.9 km)
양성 민통선 외(약 14.9 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4.0 km)

❙전국 및 발생지역 멧돼지 시료 ASF 검사 현황(건, 2019.1월~)❙
수렵
구분

합계

전국
파주
연천
강화
철원
양구
고성
화천
발생
지역
합계

10,239
656
1,256
1
1,523
671
798
233
1,225

전일(누계)
금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10 5,798
25
2 299
3 507
1 580
1 327
4
1 580
3
25
-

2

444

-

5

폐사체
포획틀
전일(누계)
금일
전일(누계)
금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531 2,003
2
18
7 1,834
11
88 189
2
1
75
208 305
1
2
1 224
5
1
25 345
2 570
2
62
2
- 271
2
1
54
5
1 153
- 124
1
3
79
1

207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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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
마련·추진, 2020.4.21.]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실시

※ (접경지역 9개 시･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 (주요 내용) △2020년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접경지역 전체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와 울타리 추가
설치, 멧돼지 포획 등도 지속 추진※※

※ 농장 외부에서 사료공급, 분뇨반출, 가축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차량 출입 가능
※ 농장 내 공간 협소 등으로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은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 가능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은 농장 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도축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의 3단계 소독 후 출입
※※ 접경지역을 86개로 구획화하여 폐사체 집중 수색･제거, 방역차량･헬기･드론･인력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무인헬기도 접경지역에 투입하여 집중 소독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향후 대응 추진방향, 2020.4.22.]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안정화시켜 양돈농가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발생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
- 이외에도 계절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획틀·트랩 등을 활용한 포획과
미수색지역에 대한 세밀한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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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등
[기획] 코로나19 동향

(1)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이슈브리프, 2020.4.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 물류 중단, 방역 강화로 인하여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식량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UN식량농업기구(UNFAO)의 권고사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비상시 품목별
확보 방안을 계획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함.
<식량 안정성 주요 이슈>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식량 부문의 수급 불균형 우려 확산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난 및 수급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의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이 중지된 상태이며, 유럽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
에서도 내부적인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되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
❍ UNFAO는 2020년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상승 국면
- 또한,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바,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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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쌀 산지별 가격 추이❙

태국
인도산, 수출용 도정미
베트남산, 수출용 도정미

❚ 한국은 주요 식량 품목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
❍ 식량 관련 교역품목 중 곡물·곡분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수지 적자
- 육류, 곡물,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

※ 2017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쌀(94.5%)과 감자･고구마류(95.2%)를 제외한
곡물 전 품목에서 30% 미만(옥수수 0.8%, 밀 0.9%, 콩 5.4%, 보리쌀 24.9%, 기타 9.3%)
❙식량 관련 교역품 무역수지(2019년)❙

❚ 식량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 필요
❍ UNFAO 10대 권고사항의 내재화 필요
- 취약계층의 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10대 권고사항을 국내 사정에 맞게 조정※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 필요

※ 예) 사재기방지, 저소득및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 온라인개학상태에서의급식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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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대비 UNFAO 10대 권고사항❙

자료: UN식량농업기구(UNFAO), 당행 재구성
❍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
-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
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의 영양상태는 면역력과 감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거시적으로 방역 체계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식량의 생산 및 도입, 보관, 공급, 분배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
- 주요 식량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영양 측면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주요 수입 식량품목의 수입국 및 수입액(2019년 기준)(단위: 백만 달러)❙
순위
1
2
3
4
5

식용 고기와 내장
국가
수입액
미국
5,231
호주
2,370
독일
348
스페인
278
브라질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

순위
1
2
3
4
5

곡물
국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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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1,071
746
598
345
215

순위
1
2
3
4
5

어패류
국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수입액
1,086
920
584
41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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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동향

(2)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NOBO
Focus 제17호, 2020.4.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 정부, 2020년 3월 3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
- (지급대상) 2020년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 가구※

※ 재산요건 추가(정부 내부 검토 중)하되, 건강보험 미가입가구도 포함 예정

- (지급액)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인 가구 40만 원~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지급수단) 현금 vs 쿠폰 방식 중 후자 검토 중(지역상품권·지역화폐 등)
- (재정규모 및 재원) 총 9.1조 원(중앙 7.1조 원, 지방 2.0조 원)※ 추산

※ (중앙정부) 7.1조 원은 2차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되, 전액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 (지방정부) 2.0조 원은 자체 지출구조조정 외에 지자체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전망

<주요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례>
❚ 주요국 사례
❍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현금지원 추진 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현금
지원 정책은 지원대상 및 규모가 다양
❙주요국의 현금지원 사례 요약❙
구분

미국1)

주요 내용

• 연소득 7.5만(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2)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
지급대상·지급액 ※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당 지급액 $5씩 차감 → 연소득 9.9만 달러(부부
합산 19.8만 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 제외
※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지급수단·방식

• 현금 계좌송금 또는 수표 우편발송
※ 국세청 세금신고서의 계좌·주소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지급규모

• 약 2,900억 달러 추산(최소 전 국민의 93.6% 이상이 수령 전망)3)

일본4) 지급대상·지급액 •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 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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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소득 급감 기준: 50% 이상 감소 또는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감소
※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 엔 추가

지급수단·방식
지급규모

• 현금 계좌송금
※ 신청을 전제로 지급
• 약 4조엔 추산(총 5,800만 가구 중 1,000만 가구가 수령 전망)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 지급

독일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자는 €9,000, 6~10인 사업자는 €15,000
상한
※ 신청에 따라 선지급하되, 추후 현금흐름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 필요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 전년도 매출 €100만 이하인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
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1,500(최대
€2,000) 지급
• 전체 영주권자(개인)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지급
• 전 국민(개인)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약 85,000~260,000원) 지급
※ 자녀양육자, 50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주: 1) Tax Rebate로 명명하고 있으며, 2020.3.27. 근거 법률인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가 의회의결 및 대통령서명 완료
2)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미확정 시 2018년 소득 기준
3) Tax Foundation(미국 비영리단체), 「Congress Approves Economic Relief Plan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2020.3.30.에 따르면 납세자의 93.6%가 수령 전망, 그 밖에 비납세자 및 아동은 전원 수령하게 되므로 전
국민의 최소 93.6% 이상이 수령 전망
4) 생활지원임시급부금(生活支援臨時給付金)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2020.4.7. 정부가 공식방침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 추진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례
❍ [우리나라 지자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현황]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 완료(2020.4.7. 기준), △재난지원금 명칭,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규모,
신청 및 지급방법, 소요재원 충당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

※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의 긴급재난지원금사업이 지방비 매칭(20%)
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체사업 계획을 재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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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현황(2020.4.7. 기준)(단위: 억 원)❙
구분

지원명칭

지원대상

지원액

경기

재난기본소득

모든 도민

1인 10만 원

경기광명
경기고양
경기김포
경기여주

광명재난기본소득
위기극복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여주재난기본소득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시민

1인 5만 원
1인 5만 원
1인 5만 원
1인 10만 원

경기성남

긴급생활안정자금

모든 시민

1인 10만 원

경기시흥

재난기본소득

모든 시민

1인 10만 원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모든 구민
모든 군민

1인 10만 원
1인 5만 원
1인 10만 원
1인 40만 원
1인 20만 원
1인 5만 원
1인 1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 원

지급방법

총 예산규모

① 보편 지원형

경기용인
재난기본소득
경기의정부
재난기본소득
경기파주 긴급재난생계지원
경기포천
재난기본소득
경기화성
재난기본소득
부산사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부산기장 기장재난기본소득
② 선별 지원형
서울

재난긴급생계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긴급민생지원금
재난긴급생계비
긴급생계자금지원
긴급재난생계 지원금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60만 원

인천
강원

긴급재난생계비
생활안정지원금

상위소득 30% 이상
취약계층

가구당 25만 원
1인당 40만 원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60만 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1인당 1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100만 원
중위소득 50-100% 가구당 30-63.3만 원

지역화폐카드,신용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신용·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업체)당 100만 원 시군별 자율시행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전남
가구당 30-50만 원
지역화폐(카드)
긴급생활비지원
소상공인 등
경북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80만 원
선불카드
선별적
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 원
선불카드
재난기본소득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60-100만 원
강원, 강릉 긴급생활안정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등
업체당 100만 원
중위소득 80% 이하,
전북, 전주 전주형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지역화폐카드,
경북, 경산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80만 원
온누리상품권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주: 지방의회 의결 기준(2020.4.7.).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집행 여부 등 재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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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158
1,031
221.5
112
1,893
480
1,064
226
454
591
1,660
109
150
3,271
1,856
1,749
910
700
1,055
933
1,200
1,055
320
1,280
2,089
1,665
534
26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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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지역개발
기금, 지출구조조정을 활용
❙지자체 관련기금의 법적근거 및 규모현황(2019년 말 기준)(단위: 억 원)❙
구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법적근거

재원

규모

「재난 및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
안전관리 기본법」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

39,203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
「재해구호법」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0.5% 12,4532)
(서울시는 0.25%)

「지방공기업법」,
지역개발기금
조례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발행

134,593

용도
공공분야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최저적립액의 15% 의무예치1))
(최저적립액의 21% 의무사용)
재난발생 시 응급구호, 구호물자
비축 등
주민복리증진,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발행규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해 제한,
「지방재정법」 제 11조)3)

주: 1) 2019년기준의무예치액은1조2,050억원이며, 의무예치금은법정일정규모이상자연재해발생시에만사용가능
2) 2019년도 결산기준 총 조성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 결산종결(2020.5.31.) 후 금액 다소 변경 가능
3)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10% 범위내에서정함(「지방재정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10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예산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재난
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여타 기금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활용
❙주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 구성(단위: 억 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기적립액3))
3,271(6,197)

재해구호기금
(기적립액)
-

경기도

3,405(6,070)

부산광역시

지자체명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조정1)

총 규모

-

-

3,271

2,737(2,891)

7,000

500

13,642

463(1,142)

872

-

521

1,856

대구광역시

413(2,172)

165

-

1,171

1,749

경상북도3)

-

315

300

885

1,5002)

주: 1) 지방자치단체가 기편성된 2020년도 예산의 사업별 계획액을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2) 경상북도 총 사업예산은 2,089억 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재난대책비 589억 원은 제외
3) 기적립액은 2020.1월 기준 광역지자체 기금 누적적립액(역내 기초지자체 적립액 제외)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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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정책적 함의>
❍ 지급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급대상에 따른 유형 구분)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방식’과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소득기준’과 ‘피해기준’으로 세분화 가능

※ 정부안은 일정한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방식에 속한다고 보이며,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개인’ 단위에 지급하는 미국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하여 ‘가구’ 단위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구분

대상

보편지원 방식
선별지원

해당 국가
1)

전 국민

미국 ·홍콩·싱가포르

소득기준

일정 소득 이하 국민(가구)

한국

피해기준

피해 국민(가구)

일본·독일·프랑스

주: 1) 미국의 경우 연소득 $75,000(점감구간 포함시 $99,000)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보편지원으로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 유형별 특성 및 쟁점
- (보편지원방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준설정 등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차별성 논란이나 소득역전 등의
우려가 없어 수용성이 높은 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 (선별지원방식(소득기준)) 보편지원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수용성 높은 기준소득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의 반영이
어려우며, 소득역전 발생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고, 신청을 전제로
지급하므로 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의 문제도 발생 가능
- (선별지원방식(피해기준))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 및 형평성 원칙에 가장 부합함.
다만, 선별지원방식(소득기준)과 같이 피해 여부에 대한 기준설정 및 선별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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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매칭으로 인한 쟁점
- 정부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일부(20%,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는 지방비로
부담 →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①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재검토(인천, 충북 등), 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거부(경기, 강원
등), ③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서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비율 논의도 병행할 필요
❍ 기타 고려사항
- (사후 평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 → 소비진작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남겨둘 필요

※ 일본의 경우, 2009년 정액급부 실시 후 2010년 및 2012년 2차에 걸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 → 이번 생활지원임시급부금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지자체 재난대응기능 보완)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재난관리
기금 등으로 구성되면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크게 감소할 전망
→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재원이 고갈되는 것인 만큼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필요
-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여 긴급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결정 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관련성, 형평성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 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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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 미국 Project Syndicate의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2020.4.1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는 각 국가의 농업분야를 포함해 보호주의가 팽배
해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던 서부 유럽은 국경이 폐쇄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농업에서도 기간제 멕시코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농업 활동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드론, 자동화 트렉터, 파종
및 수확에 특화된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
❍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남아프리카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농업의 노동력 증대를
2030년까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농경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NDP는 관개시설 확충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국가 확대를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임.
❍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산업 종사자는 자동화 시스템 발전
추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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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
※ 농업전문지 IEG Policy에서 발표한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2020.4.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
❍ 최근 모로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함. 그 결과 스페인
우엘바에서 작업하는 모로코 출신 근로자 수는 평년 딸기 수확기에 비해 절반※
정도이며, 오이·고추·토마토와 같은 품목 역시 생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매해 모로코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약 1만 5천 명의 모로코 농업 근로자가 스페인
으로 유입됨.

-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백을 자국민이 채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에 농민조합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술집·식당) 실직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
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탈리아는 확산 초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이탈리아 농민조합은 매해 투입되던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10만 명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딸기·체리·복숭아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화훼류 농가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 독일 역시 전국 2만5천 ha에 달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이 우려됨.
- 독일 농림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위해
노동수요자와 타 부문 노동 공급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으며,
계절근로자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연장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1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클뢰크너 장관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2020년 3월 말 클뢰크너 장관은 자국 노동력이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독일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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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농업인들은 3~5월 보통 2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며 이들 중 7~8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튀니지)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지자 프랑스 농민조합(FNSEA)은 농업 노동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음.

※ 주된 농업 노동 공급자는 학생, 단기 근로자,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농업은 보통 6만 명의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하나 올해(2020년)는 약 25%만이
영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정부 역시 신규 미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노동 공급을 위한 캠페인(Feed the Nation)을 지원하고 있음. 이 캠페인은
9만 명의 신규 농업 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등록 인원은 1만 명에 그쳤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정책 기본방침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環境政策の基本方針」(2020.3.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정책 기본방침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3월 16일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환경정책 방향성을
정리한 ‘환경정책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향후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성장이 환경과 경제 향상으로 연결되는 SDGs※
시대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발전 목표로 2015년 9월 EU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17가지
국제적 목표임.
❍ 최근 기후변화 등은 농업경영 및 식량 안전공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대응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성장이 환경과 경제 모두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SDGs 시대에 맞는 농림수산성 환경 기본방침(이하 환경기본
방침)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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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3가지 이념을 제시함.
- 1) 농림수산업·식품산업 환경 부하 감소에 대응하고 동시에 ‘환경 창조형 산업’
으로 진화
- 2)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공급망 활용, 이를 지탱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정책 그린화 및 연구개발 강력한 추진
- 3) 산업체로서 농림수산성의 환경 부하 감소 노력과 자기 변혁
❍ 환경기본방침 주요 대응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1) 정책 그린화: 농림수산성에서 사업 선정 시 환경 대응을 사업 선정 요건 및
가점 요소로 하여 현장 대응 촉진
- 2) 공급망을 통한 연계와 소비자 이해: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부담 감소 대응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에게 전달·이해되는 구조 구축
- 3) 농림수산성 자기개혁: 농림수산성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환경 및 SDGs를
의식한 정책 입안과 인재육성 실천, 농림수산성 업무 및 청사에서 발생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언론 동향

코로나19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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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2020년 4월 21일(현지 시각) 발표한 ‘식량위기에 대한
제4차 연례 글로벌 보고서’에서 “이 추세(코로나19)가 이어질 경우 지구상에서
심각한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는 지난해(1억 3500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경고
-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길어질 경우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 등
약 10개국이 분쟁이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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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
에서 “우리는 몇 달 안에 대규모의 복합적인 기근들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우리 쪽에 시간이 없다. 현명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
❍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 식량 공급체계에
영향을 주고, 제 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0년 4월이나 5월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악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한차례 식량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
❍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과거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봉쇄’(The Great Lockdown)로 지칭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식량 민족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까지 평가
❍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2020년 4월 9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보호주의가 앞으로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주요
생산국들이 식량 재고와 식량 공급, 식량 안보에 대해 불안해 할수록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피치솔루션스※는 “식량 보호주의는 식량 공급을 방해하고, 국내 우려마저 키워
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 식품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서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꼽았으며, 이는 곡물 등 식량자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들로 한국과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50% 이하

※ 신용평가회사 피치그룹 산하의 컨설팅업체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전에 세계적인 가뭄으로 곡물가가 치솟으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식량 폭동이 벌어졌다”며 “러시아가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자, 중동 지역 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그 결과 ‘아랍의
봄’이 태동했다는 점을 떠올려보라”고 전해 폭동 발생 우려도 커져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 주요 20개국 G20 농업장관들은 지난 2020년 4월 21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식품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 방식의 ‘G20 특별농업장관회의’를 개최
- G20의 농업장관들이 “현재의 글로벌 식량공급은 충분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식품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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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명문을 통해 “글로벌 식품공급 사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경 간 식품,
제품 및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하다”면서 “글로벌 식품공급 사슬의 기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정책동향, “코로나19 대응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 개최”(농식품부, 2020.4.23.) 참고
❍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한 가지 미래만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도박이며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라고 언급(중앙일보,
2020.4.13.).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과제를 주문
- 1) 이제 더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될 것
- 2)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 3)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
❍ 코로나19 사태는 식량 생산과 관계가 깊은 에너지 등 자원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4월 초 발표한 보고서
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석유산업이 전례 없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석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에너지 부문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경고
❍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내부에 별도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이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전반적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점검, 향후
6개월 운영할 계획이며, 교수,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및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

※ 이와 관련 ‘코로나19 대응반’으로 명명된 TF는 과장급 팀장으로 하여 사무관 등 농식품부
5명과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각각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 외부자문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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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량 국경 닫힐라”...불안해진 ‘곡물 수급’”(NEWSIS, 2020.4.20.), “세계
달절로 ‘식량안보’ 빨간불...농업 기반 견고히 해야”(농민신문, 2020.4.20.),
“‘코로나19체제 원년’, 바이러스가 바꿀 3가지”(프레시안, 2020.4.20.),
“여행 · 외식 대신 배달·마트...코로나에 사라진 ‘인스타 허세’”(한국
경제, 2020.4.21.), “G20 농업장관들 “코로나19 장기화 땐 식량공급 차질
우려 국제사회 협력 필요””(경향신문, 2020.4.22.), “농식품부, ‘코로나 이후’
대비한다””(농민신문, 2020.4.22.), “G20 “코로나19 위기로 식량공급망 교란
되면 안돼””(연합뉴스, 2020.4.22.), ““먹거리 반출 막아라”...코로나가
방아쇠 당긴 ‘식량 민족주의’”(조선비즈, 2020.4.22.), ““작년 갑절 2억
6500만명 굶주림 내몰려”…코로나발 식량위기 비상”(한겨레, 2020.4.22.),
“김현수의 시선 ‘포스트 코로나19’...TF 구성 선제적 대응”(아시아투데이,
2020.4.23.), “먹거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전세계 2.7억명 ‘식량대란’ 오나”
(머니투데이,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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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코로나19 영향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자료 : 농촌진흥청(2020.4.21.)

개요
❍ [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발표, 2020.4.21.] 코로나19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식사형태와
농식품 구매 장소, 구매품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

※ (조사 대상 및 시기) 코로나19 발생시기별로 1차(2020.2.8.∼2.10.)와 2차(2020.4.2.∼4.4.)에 걸쳐
농촌진흥청소비자패널총985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을통해진행

- (조사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행동 변화를 조사·분석
하여 정책대응 및 농식품 판매 대응에 활용

조사 결과
❍ [소비자인식] 코로나19 관련 불안요소는 농식품 구매방법 및 오염
- (불안요소)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요소는 농식품 구매과정의 대인 접촉※과 오염된
농식품과 접촉※※하는 문제

※ 대인접촉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수입제품에의 불안감은 점차 감소
※※ 오염된 농식품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9.4% 존재
◈ 행동변화 → 가정식사, 국산 선호도, 보존성 식품 구매 증가
- (소비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조리가 많았음※.
※ 가정조리(34.8%) > 외식횟수(24.4%) > 온라인 등 비대면 구매(14.8%) 등 순
- (국산선호) 코로나19 발생 후 국산 농식품 선호도 증가※
※ 높아졌음(33.5%)이 낮아졌음(4.6%)보다 7.3배 많음.

❍ [구매처] 코로나19가 온라인 구매가 더욱 지속·활성화
- 메르스 발생 시에도 온라인 구매비율이 증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메르스 때
인터넷·직거래 구매비중 늘고, 대형마트·백화점 비중 감소
- 급감하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구매 비중은 점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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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슈퍼마켓>

<전통시장>

<기타>

❍ [외식&배달&내식] 외식이 급감하고, 가정 내 식사방식 다양화
- (외식※) 코로나19로 외식수요 침체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 외식횟수 줄인다는 의견은
82.5%로, 코로나 초기(1차 조사)보다 7.7%P 증가, 단순식사 중심의 외식보다 회식
목적의 외식 감소 폭이 더 커

※ 모임 등반주를 겸한 외식을 전혀하지 않는다는 응답(44.3%)이 단순 식사 목적으로도 외식을
전혀하지않는다는응답(37.1%)보다높았음.
❙코로나19 발생 후 외식횟수 변화 수준❙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전혀 안함
12.2
21.8

매우 줄임
20.4
29.3

줄임
42.2
31.4

변화 없음
24.8
12.8

늘림
0.3
4.2

매우 늘림
0.1
0.5

- (배달) 배달을 줄인 가구(47.3%)가 늘린 가구(25.2%)보다 많아, 有자녀·高소득
가구의 배달은 회복 조짐, 無자녀·低소득가구는 감소세, 1차 조사시점 보다 배달음식
이용 정도는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
- (가정 내 조리) 직접 손질하여 조리(83.0%)하는 농식품 구입이 많고, 반조리(12.4%)
또는 완전조리(4.6%)는 많지 않은 경향
❍ [구매품목 변화] 재료 중심의 보존성 높은 농식품 구입이 많은 경향※

※ 농식품 구입은 발생 초기보다는 점차 늘었으며, 메르스 때와 유사

- (구입량·횟수) 농식품 1회 구입량과 구입횟수는 점차 증가 추세※

※ 1차 조사 때는 구입횟수 줄이고(31.3%) 회당 구입량도 줄인(26.0%)다고 응답
※ 2차 조사 때는 구입횟수 늘리고(36.0%) 회당 구입량도 늘린(39.2%)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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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농산물) 구입액을 늘린 경우(33.6%)가 줄인 경우(20.5%)보다 많았고, 특히
계란(29.5%P), 곡류(24.1%P), 육류(22.0%P), 채소(21.1%P), 과일(13.4%P) 모두 증가
- (가공식품) 전 품목에서 구입액을 늘린 경우(39.3%)가 줄인 경우(17.1%)보다 많아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농식품 구매 변화(단위: %)❙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계란류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줄임
16.7
14.1
20.1
18.4
14.4
16.2
24.2
16.6
17.3
5.9
변화 없음 78.3
56.8
63.2
43.8
61.1
45.8
62.7
48.3
72.8
54.8
늘림
5.0
29.1
16.6
37.7
24.6
38.0
13.1
35.1
9.9
39.4
구분

- (채소·과일 구매품목 변화) 대부분 품목에서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손질이 번거롭거나 요리법 모르는 품목은 가정용으로 소비전환※이 부진

※ 가정용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한 품목(대파, 마늘, 쌈채, 버섯 등)은 수요부진과 가격하락
❙코로나19 발생 이후 채소·과일 구매품목 변화❙
구분
줄임
변화없음
늘림

파 버섯류
4.6
6.4
55.8 55.9
39.7 37.7

딸기
9.4
53.8
36.8

구분

감자

양배추

줄임
변화없음

11.1
63.1

12.3
62.9

사과
8.0
59.1
32.9
브로콜
오이
리
13.3 12.6
65.3 67.8

늘림

25.9

24.8

21.4

19.6

양파 고구마
7.8
11.1
60.5
58.0
31.6
30.9
무

마늘 쌈채소 토마토 시금치
4.7
10.6
11.7
10.0
66.0
62.8
61.8
63.6
29.3
26.6
26.6
26.4

고추 파프리카 감귤

호박

양상추

당근
8.9
64.8
26.3
배추

10.9
69.7

9.0
72.4

13.9
68.1

15.2
67.0

14.4
69.7

14.5
71.0

13.7
77.1

19.5

18.6

18.1

17.1

15.9

14.5

9.2

- (향후 구매의향) 장기 보관 가능한 농식품 구입 의향이 높아※

※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량작물(쌀, 양파, 고구마, 감자 등)과 가공식품(라면, 냉동식품,
유제품류 등)의 구매 의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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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향 순위: 신선농산물❙
쌀
16.1%
사과
5.7%
양배추
3.0%
고추
1.5%

양파
9.6%
잡곡
4.3%
브로콜리
2.8%
호박
1.2%

고구마
8.6%
쌈채소
4.0%
배추
2.8%
무
1.1%

감자
7.3%
마늘
3.8%
파프리카
2.2%
당근
1.1%

토마토
6.9%
오이
3.4%
파
1.7%
감귤
0.8%

버섯류
6.5%
딸기
3.3%
시금치
1.7%
양상추
0.6%

❙구매 의향 순위: 가공식품❙
라면
17.9%
생수
6.7%
간식류
3.7%

냉동식품
13.6%
건강기능식품
6.6%
즉석밥
3.3%

유제품류
13.0%
즉석식품
4.9%
장류
2.5%

두부
9.2%
김치류
4.7%
햄류
1.5%

통조림
6.8%
반찬류
4.0%
차 및 음료류
1.2%

❍ [유통 동향] 채소와 과일은 외식과 급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체로 평년 수준의 공급을 유지
◈ (공급) 품목별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평년 수준 유지
◈ (수요) 외식·급식수요 감소했지만, 가정·가공수요는 증가
※ 2016년~2019년(4년 평균, 2~3월) 대비 2020년(3~4월) 거래량은 2.9%(↓) 거래액은 0.1%(↑)

- (채소)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 소비침체로 가격 상승이 저조
◈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외식용 식자재가 가정용으로의 전환이 불충분
◈ 외식수요의 가정수요로의 충분한 전환 유무가 품목별 가격등락에 영향이 큼.
◈ 2월은 외식 줄고 가정소비가 늘어났지만 반입량 늘어 가격은 소폭 내렸고, 3월은 반입량이 6.5%나
감소했으나 급식수요가 급감하여 가격은 정체
※ 채소는 2020년(2~3월)에 2016~2019년(4년) 동 기간 대비 거래량 2.6%(↓), 거래금액 1.1%(↓)
◈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 높았던 친환경 농산물은 대체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해당
농가의 피해 속출 ⇨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원화시키는 것이 중요

- (과일) 공급은 부족했지만, 소비침체로 가격 상승이 저조
◈ 가정 내 식사 증가와 면역력에 대한 관심증가로 가정소비는 양호
※ 가정에서의 식사횟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과일 소비횟수도 늘어나는 경향
◈ 외식수요와 급식수요가 많았던 품목은 큰 폭으로 가격 하락
※ 외식 불황으로 국산과일은 배·멜론이, 수입과일은 파인애플·레몬·자몽이 소비부진
◈ 반입량과 수요량 모두 감소하여 평균단가는 보합 또는 약한 상승세 유지
※ 과일은 2020년(2~3월)에 2016~2019년(4년) 동 기간 대비 거래량 3.9%(↓), 거래금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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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메르스때※의 수급 차이] (공급) 코로나19는 작황이 다소 부진했으나
메르스때는 작황 양호, (수요) 코로나19와 달리 메르스때는 외식 및 급식수요
감소가 적어

※ 메르스때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해 평균단가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시사점
<단기 대응>
❍ [수요처 감소] 품목별 급식중단과 외식감소에 대응한 대체수요 확보
- 코로나19로 외식·급식용 농산물 중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품목은
공공기관·기업체 급식메뉴에 우선 활용토록 독려
-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요리 레시피 등을 미디어와 연계 홍보
❍ [정확한 정보] 능동적 정보제공으로 농식품 소비활성화 여건 조성
-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농식품을 통한 감염 우려를 조기 불식
- 면역정보 등 다양한 기능정보 제공으로 수요촉진 기반 마련
<장기 대응>
❍ [판로 다양화] 농산물 판로 다양화를 통한 촘촘한 수요기반 구축
- 학교급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 코로나19로 확보한 온라인 유통 기반 활성화 및 확대
❍ [소비촉진] 과일 소비 효과가 큰 가정 내 소비 촉진방안 모색
- 가정 내 식사횟수와 과일 소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 가정 내 식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붐 조성과 다양한 간편 요리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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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4.20.)

개요
❍ [통계청,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20.4.20.]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 (조사대상및기간) 농업면적조사표본조사구2만2천개현지조사/ 2020.3.15.～4.3.(20일간)

조사 결과
❍ [마늘 재배면적] 25,376ha※, 전년(27,689ha) 대비 8.4%↓

※ (2016) 20,758ha → (2017) 24,864 → (2018) 28,351 → (2019) 27,689ha → (2020) 25,376

- (감소 원인) 전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재배면적 감소

※ 마늘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6,011원 → (2017)
6,087 → (2018) 5,551 → (2019) 4,255 → (2020) 3,240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마늘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마늘, 난지, 상품 1kg, 도매, 연평균(2020년은 1월～4월 10일까지 평균)
❙2020년 마늘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마늘
한지형
난지형

2016년
20,758
4,260
16,498

2017년
24,864
5,304
19,560

2018년
28,351
5,379
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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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
27,689
5,084
22,605

2020년(B)
25,376
5,208
20,168

증감(C=B-A) 증감률(C/A)
-2,313
-8.4
125
2.4
-2,437
-10.8

⎗ 통계·조사

- (시ㆍ도별) 경남(6,266ha) ＞ 전남(5,326ha) ＞ 경북(5,117ha) ＞ 충남(2,810ha) ＞
제주(2,122ha) 순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

❍ [양파 재배면적] 14,673ha※, 전년(21,777ha) 대비 32.6%↓

※ (2016) 19,896ha → (2017) 19,538 → (2018) 26,425 → (2019) 21,777 → (2020) 14,673

- (감소 원인) 전년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양파 재배면적 감소

※ 양파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1,101원 → (2017)
1,234 → (2018) 819 → (2019) 604 → (2020) 1,081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양파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파, 상품, 1kg, 도매, 연평균(2020년은 1월～4월 10일까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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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양파
조생종
중만생종

2016년
19,896
2,990
16,906

2017년
19,538
2,797
16,742

2018년
26,425
3,577
22,849

2019년(A)
21,777
2,855
18,923

2020년(B)
14,673
1,985
12,688

증감(C=B-A) 증감률(C/A)
-7,104
-32.6
-870
-30.5
-6,235
-32.9

- (시ㆍ도별) 전남(5,743ha) ＞ 경남(2,825ha) ＞ 경북(2,365ha) ＞ 전북(1,142ha) ＞
제주(955ha) 순
❙시도별 양파 재배면적❙

❙연도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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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 : 통계청(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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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