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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책(Ⅲ, Ⅳ)
: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1.13.)

개요
❍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발표, 2019.11.13.] 범부처 인구
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세 번째·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2019.11.13.)에
상정·발표

※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9년 9월 18일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2019.11.6.) 방안을 발표
※※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 ➋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추진 배경)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는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65세 이상 고령인구(만 명, 비중): (2018) 737(14.3%) → (2033) 1,427(27.6%)
※※ (세입)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 재정수입 감소 전망, (세출) 보건･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 우려

-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산업…고령인력 적극 활용, 생산성 제고 및 고령친화
新산업 육성, △국토…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금융…주택·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재정…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복지…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1.

(산업분야 과제)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
※※※

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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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지원(시제품 제작, BM기획, IP창출 컨설팅 등)
※※ 中企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보급, 복지서비스 제공(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 스마트공장 3만 개･산단 10개 구축(2022년 목표), 스마트제조 인력 10만 명
(재직자 6만, 신규인력 4만) 양성
❙고령인구 증가 대응: 도전요인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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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출현 등 다양한 고령층 수요 충족을 위해 「고령
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수립(2020.上)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문화 활동을 하는 노년층
※※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新제품･서비스

2.

(국토분야 과제)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주택과 소형
가구 주택(1~2인) 공급을 확대※

※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 추진(신규 10개소, 계속 10개소), 소형가구 증가를
고려한 공유형 주거유형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등

❍ 고령자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2020.上)
하고, 1인 가구 거주안전을 위해 건축기준 강화※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

3.

(금융분야 과제) 주택·퇴직·개인연급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
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 추진
❍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며,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
◈ 가입대상 확대: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연금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ISA를 통해 불린 자산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제혜택 부여
② 50세 이상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700만 원 → 900만 원, 3년 한시)
◈ 수익률 제고: 전문가에 의한 적립금 운용(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일임형·디폴트 옵션·기금형
제도 도입
◈ 연금수령 유도: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수령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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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1.

(재정분야 과제) 재정의 지속성 제고

❍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2019년 착수, 법상기한 2020년)로 정책 대응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 제언기능 강화※를 위해 추계모델 추가도입을 검토 → 인구추계를 반영
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업데이트 + 신규 추계모델 구축 후 장기재정전망을 본격 추진
(2020년 초)

※ (예: 美 CBO 전망) ①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변화, ② 세대별 부담분석 등
❙복지지출 증가 관리: 도전요인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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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우리의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을 검토
2.

(복지분야)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감안, 이야기할머니 사업 연령기준 상한선을
연장(56~70세 → 56~80세)하고, 정책별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연령의 장기방향 검토

※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돌봄 및 보호 등 7영역

❍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개선※하고, 보험료율 인상
※※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

※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제도 개선 등 추진
※※ 2019.10.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건보료의 8.51%에서
10.25%로 상향 결정
- 또한, 예방적 돌봄수요 대비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급격한 수급자 증가를 억제
❍ [향후 계획] 정부는 ‘구조적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도록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인 바, 2019년 내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제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

※ (예시) 고령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디지털 금융교육,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영향 대응방향(Ⅲ) 보도참고”,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
No=40101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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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9.11.13.)

❍ [행정안전부,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2019.11.22.~11.24.] 2019.11.22.일~24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
하는 다짐의 장으로 마련

※ 주관: 민관 합동(중앙･지자체･공공기관_정부 측 및 정부혁신추진위원회_민간 측)

- (주요 내용)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부혁신 사례들을 3개 테마로 구분 전시하고,
국민공감 특별전시※ 및 각종 부대행사※※ 를 진행

※ ① 정부혁신 국민참여 메시지월, ② 홀로그램 체험, ③ 공무원 역할 체험(체험관에 포함)
※※ 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2019.11.24. 국민･정책평가단 등 200명), ②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1.23. 차관･발표 10팀 등 200명), ③ 정부혁신 해커톤 ‘정부혁신, 아이디어
대잔치’(11.22. 100명)
❙전시관 테마 및 주요 내용(안)❙
전시관명(가칭)

핵심 주제

주요 내용

• 집, 학교, 일터, 시장 등 국민 삶이 이뤄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 구현
“다 함께 행복”
사회적 가치(19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농식품부_청년키움식당>
대한민국
• 주방 등 사업장과 교육·컨설팅 업체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 외식창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고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음료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도 진행

“모두의 참여”
국민 참여(12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우수 정책,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소개, 현장 직접 참여 체험 등을 밀도있게 운영

“누구나 디지털”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디지털 서비스(25개)
안전한 국민 일상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
해지는 모습 구현하고,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직접 체험

※ 3개 주제 59개 부스/3개 부스는 체험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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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1.13.)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19.11.13.] ‘사회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 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 문화 조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주요 내용>

◈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문화적 맥락 차이 등을 고려해
다른 나라의 갈등 해소 방식과는 차별화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합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
◈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균형 있게 공유되고,
합의를 위한 협의체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힘(power)
이나 옳고 그름(rights)에 기반하기보다 참여자들의 실익(interest)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음.
◈ 또한, 미래에는 온라인을 통한 객관적 정보 공유와 논의 참여가 용이해질 것이며, 더 많은 국민
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문제해결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숙의 민주주의: 단순히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롭고 평범한 시민 간 토론과 합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11.12.)

❍ [정부, 2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 2019.11.12.] 지난 2019.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 일 만에 추가로 7곳※※ 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
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
※※ 2019.11.1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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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구분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실증을 허용

대전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운영 실증, 체외진단기기(암, 치매 등) 신의료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년 → 2) 허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
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대용량 수소 운반수단에도 적용, 수소 운반용량 확대
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450L → 550) 허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을 통한 거리 20cm → 0),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
신성장 동력 창출
인증 기준 완화(36개 → 22) 등 특례 부여

전남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 직류송전용량 확대(교류20kw → 직류 60MW),
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교류 10m →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6~9m) 등 MVDC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경남
무인선박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최초 선박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실증을 허용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주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위탁 허용, 기존 50KW
전기차 충전서비스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충전기에 50KW ESS 병합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 ,
2019년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
하여 정책자금 우대※※※ ,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산업의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2019.11.13.
시행)
※※※ 융자･보증 금리･요율 우대: KDB산업은행 △0.2～0.5%,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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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1.)

❍ [농식품부,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19.11.11.] 2019.11.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 을 대표해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

※ (포상 현황)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총리표창 40, 장관표창 70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기능이 확산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해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유래와 의의>
•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
•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로,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

농특위, 농어촌 사회적 경제 관련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1.12.)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019.11.22.]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
- (개최 취지)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조직도 대폭 확대되어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 (주요내용) △기조발제…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주제발표…농어촌 사회적 경제 사례와 시사점: 여민동락
공동체(권혁범,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발전
방향(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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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경기, 충남)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1.13./11.15.)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경기·충남), 2019.11.13., 11.15.]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경기, 충남)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농업정책을 모색
- (개최 목적) 농특위와 전국 9개 도(道)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
◈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경기) 2019.11.13일 오후 2시부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경기’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경기도 지역 농어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의 혁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 경기도는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
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친환경 농축산물 농축산물 급식 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현장의 분위기가 침체
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앞에 서서 나가겠다”고 밝혀

- (충남) 2019.11.15일 오후 2시부터 우리나라와 충남지역 농어업의 문제점을 공감
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의 혁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양승조 충남 도지사)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정틀 전환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은 광역시도 중 최초로 농산물가격
안정제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2020년)할 것”이라고 밝혀

- (기대 효과) 전국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 농정의
실현 방안 전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앞으로 11.20일 전남, 11.28일 강원, 11.29일 충북, 11.30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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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5.)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9.11.15.]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촉진을 위해 개최,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 (추진 목적)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감대 형성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부문

시도

충남
(대상)

특화품목/
경영체명

주요 내용

소곡주

• 소곡주를 중심으로 한산소곡주조합, 한산소곡주명품화사업단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한산면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원료곡 재배, 소곡주 제조·유통,
체험·관광 등을 집적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로컬푸드

•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도심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영세 소농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문화체험공간인 싱싱문화관과
공공급식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전개

구례

지리산
피아골식품

•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는 청년농기업으로
지역의 1차 농산물을 원재료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2차 농가공 상품을 제조하여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융복합시켜 국내외 방문객을 유입
시키고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하동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 지역 청년, 귀농인, 농촌지역인 54명 고용, 100% 지역 인력
고용 창출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이유식 후원 등 농촌사회 공헌
활동,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유아식품 330종 개발,
지역 농민과의 협업을 통한 로컬푸드 융복합사업 실현

보령우유㈜

• 국내 최고의 설비를 갖춘 목장형 유가공공장으로, 목장과 함께
운영되는 보령우유 유가공공장은 뛰어난 품질의 원유를 보다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험요소의 접촉을 줄이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보다 신선하고, 보다 건강한 우유를 생산

서일농원

• 식품특허 5종, 미국FDA,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전통식품 명인
으로 선정되었으며, 29개의 전통식품 생산과 3만여 평에 꽃과
나무, 항아리 2,000여 개로 농원을 조성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농촌,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당, 슬로푸드
체험 학습장이 융복합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군

서천

지역
단위
세종
(최우수상)

전남
(대상)

경남
(최우수상)
인증
경영체

충남
(우수상)

경기
(우수상)

세종

보령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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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시도

시군

전북
(우수상)

부안

제주
(장려상)

제주

경북
(장려상)

강원
(장려상)

특화품목/
경영체명

주요 내용

• 지역 농가들과 함께 상생하며 100% 우리농산물로 만든 특허
받은 찐빵으로 미국 등 6개국으로 수출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슬지제빵소
보장과 안전 먹을거리 생산·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관광
자원과 융합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부안이라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있음.
• 친환경 콩을 사용한 전통 방식의 장류 생산, 판매 및 물마루
된장학교를 통해 다양한 제주 전통된장 관련 체험 및 교육프로
제주물마루
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 및 체험객들에게 제주전통 장류 및 전통
된장학교(영)
음식을 알리고 공감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주 6차산업 선도
업체임.

경산

㈜한반도

• 지역에서 대추 생산 분야를 선도하는 장년 농업인과 마케팅, 개발,
기획의 전문성을 가진 두 청년의 세대융합을 통해 지역 생산농가,
관련 가공업체, 연구기관들과 함께 상생하며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주

원주생명
농업㈜

• 친환경농업 실천을 기반으로 1차산업(농민주주)의 채소를 2차
산업(반찬공장)으로 가공하고 3차산업(직매장·공공급식·지역
대형마트)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로 지역에 우선 소비하는 6차
산업체계(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를 완성

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5.)

❍ [농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 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2019.11.15.]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
하였으며, 우수사례 10곳을 선정
- (추진 목적) 농업계-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 내용❙
구분

대상

업체명

주요 내용

CJ프레시
웨이

• 2015년부터 국산 농산물 계약재배 본격 시작, 현재 전국 28백 여 농가와 56천
톤 계약재배※, 양질의 원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소
득 확보에 기여
※ 계약재배 실적: (2015) 2천 톤(쌀·양파 등 4품목) → (2017) 22 → (2018) 46
→ (2019p) 56(1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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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우수

최우수

업체명

주요 내용

상하농원

• 국산 농산물(原乳·복분자 등)을 구매·가공※하여 ‘상하농원’ 브랜드로 판매
(잼·햄 등), 농원 내 파머스마켓※※ 운영 등 지역상생 체험관광 협력
※ 고창 등 지역농산물 구매액: (2017) 22억 원 → (2018) 49 → (2019p) 57
상하농원 매출: (2017) 57억 원→ (2018) 128 → (2019p) 157
※※ 참여농가(42호) 매출액: (2017) 315백만 원 → (2018) 382 → (2019p) 462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2012)한 검정보리 품종을 활용한 보리음료 ‘블랙보리’
출시(2017), 200여 농가와 계약재배※ 통해 농가 신소득원 창출, 현재까지 누적
하이트진로음료
판매량 81백만 병(340㎖ 기준)
※ 계약재배 실적: (2018) 131톤 / 217백만 원 → (2019) 262 / 469

우수

신세계푸드

• 토마토 계약재배※ 농가에 자금·기술지원, 생산된 전 규격(특정규격 포함) 탄력적
매입 등을 통해 공장의 제조수율 향상, 농가소득 증대 등 상호 경쟁력 제고
※ 계약재배 실적: (2017) 2.5천 톤 / 66억 원 → (2018) 2.7 / 75 → (2019p)
3.1 / 89

우수

아름답게
그린배
영농조합법인

• 지역(전남 영광)에서 생산한 농산물※(배·양배추·보리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
(즙·주스) 개발·제조, 판로 확대로 기업 매출※※ 및 농가소득 증대
※ 계약재배 실적: (2017) 80톤 / 40백만 원 → (2018) 100 / 50 → (2019) 350 / 120
※※ 기업 매출: (2017) 410백만 원 → (2018) 630 → (2019.8.) 500

완주봉상
생강조합

• 국산 생강을 계약재배※·수매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반가공(절
단·분쇄·건조 등)하여 납품,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에 기여
※ 계약재배 실적: (2017) 295톤 / 738백만 원 → (2018) 208 / 1,459 →
(2019p) 400 / 1,600(25농가)

제주마미

• 로컬푸드(흑보리·메밀 등)※를 활용한 곡물 가공제품 개발·판매로 지역 농산물
인지도 제고, 기업 매출※※ 증대
※ 곡물 구매액: (2018) 6.5톤 / 18.8만 원 → (2019.8.) 4 / 15.5
※※ 기업 매출: (2017) 34백만 원 → (2018) 120 → (2019p) 200

장려상

쿱양곡

• 농가와의 계약재배(쌀·밀·콩)※ 물량 전량 구매 보장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
※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 (2017) 148톤 / 2억 원 → (2018) 350 / 4 → (2019p)
221 / 5

장려상

팜스킨-청원자
연랜드

• 기업-농장이 협력하여 초유 화장품 개발 및 신규 유제품 제조 등 농업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
※ 농가소득/기업 매출: (2017) 2억 원 / 0.3억 원 → (2018) 2.2 / 3 → (2019p) 3 / 10

HDC신라
면세점

• 지역특산품 상생협력관※ 지속 운영을 통한 농식품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에 기여
※ 판매수수료 30% 인하, 매장집기·인테리어 무상 제공, 홍보·판촉 지원
※※ 구매객 수/매출액: (2017) 9천 명 / 284백만 원 → (2018) 14 / 313 →
(2019p) 22 / 450

우수

장려상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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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및 경진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2.)

❍ [농식품부·한식진흥원, 2019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및 경진대회 개최,
2019.11.12.] 국내 음식관광 분위기 조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해 2019.11.8일
‘2019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 부문 10점,
운영프로그램 부문 6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전시관을 조성하여 우수사례를 공유

※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두타산말랑에서 찾는 마수운 산채-나달 역사기행’
※ 운영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 ‘전통시장 한식 요리여행’

◈ (두타산말랑에서 찾는 마수운 산채-나달 역사기행’:강원) 강원도 동해와 삼척 일대의 산나물과
콩을 포함한 산채를 메인으로 이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여행상품
◈ (‘전통시장 한식 요리여행’) 한식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만들어 먹는 한식교육 체험관광과
요리와 쇼핑을 기반으로 한 요리한국어 교육을 접목시킨 한식체험

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1.)

❍ [농식품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9.11.11.] 2019.11.8일 농촌 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부문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와 함께
농식품부 전 직원 대상으로 ‘대중문화 속 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잰더
토크콘서트」※ 를 개최

※ 「젠더 토크콘서트」: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일환

- (주요 협약 내용) △농촌 지역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협력,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 협력
- (향후 계획) 향후 농식품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진행될 농촌 지역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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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12.)

❍ [농촌진흥청,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2019.11.12.] 농업 R&D
성과를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해 농업기술혁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를 선정※

※ 선정한 우수사례: ▴농업기술보급 혁신, ▴농업 신기술 확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 조기 정착 지원 등 4개 분야 총 18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대상, 최우수상)❙
• 곤충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모델 구축
- 경기도곤충자원센터 준공(2016), 곤충기술팀 신설(2017)
- 곤충 페스티벌로 곤충 소비 확대
- 전문인력 양성: 곤충연구회, 농업대학
- 곤충치유, 진로 체험, 곤충교실 등 학교와 연계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외연 확장 및 소득 확대
- 미래세대 육성: 초등학교 생활원예 텃밭
-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마스터 가드너 48명
- 도시민 우영팟 가꾸기: 도시 텃밭 570명 교육
- 소비자 육성: 농업 알리기

농업기술
보급혁신

[대상]
경기도농업기술원

신기술 확산
우수사례

[대상]
제주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최우수상]
화성시농업기술센터

• 노지 포도의 과학적 토양 수분관리와 영농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 기상 관측 정보 공유로 재해 예방
- 스마트팜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자동관수 알고리즘 개발

[최우수상]
금산군농업기술센터

• 전 직원 전문가 수준 교육 추진
- 전 품목 농업인 집합 교육, 현장 컨설팅 서비스 강화
- PLS 전용 상담창구 설치: 4,370건 처리
- GAP인증 강화

PLS 조기
정착 지원

한-UAE 농업 R&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12.)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공동, 한-UAE 농업 R&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9.11.12.]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농업 R&D 협력 증진 방안 논의 및 양국
농업 현황정보를 공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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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2015년 한국과 UAE 간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양국은 2019년
6월에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19년부터 4개 분야(스마트
온실, 대추야자, 벼 재배, 스마트축산)에 대한 공동연구과제(9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 (기대 효과)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의 전파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UAE에 농업한류 바람을 일으켜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

국산 파프리카 대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4.)

❍ [농식품부, 국산 파프리카 대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2019.11.14.] 20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
(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12년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
- (기대 효과)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
△일본 중심의 파프리카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 △시장 다변화※가 기대

※ 2018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324백만 달러), 중국(1,110), 미국(801)
순이며, 중국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6,947백만 달러)의 16% 차지
❙국산 파프리카 수출 현황(단위: 톤, 천$❙
분류

2016

2017

2018

2019.1~9월
비중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30,110.7 93,326.8 34,768.9 89,236.9 31,775.2 91,821.2 27,526.6 69,853.1 99.5%

일본
대만
134.1
344.3
32.6
89.6
103.2
홍콩
30.9
117.7
40.7
154.8
41.1
싱가포르
0.2
1.0
0.2
러시아
0.1
0.3
0.2
0.6
0.0
기타
0.6
4.2
0.3
2.2
0.2
합계
30,276.4 93,793.3 34,842.9 89,485.1 31,919.9

※ 수출 비중은 2018년도 통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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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36.9
87.3
183.3
26.4
130.2
1.6
0.4
3.6
0.2
0.3
2.1
0.8
0.2
0.4
92,260 27,590.8 70,076.7

0.3%

0.2%

100%

⎗ 정책동향

등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운영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3.)

❍ [농식품부,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2019.11.13.]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등록※ ,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2019.9.16.~10.13.) 동안 778회 점검 실시 및 482건 지도·단속한
것으로 집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 (지도·단속 건수) △지역별…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 △유형별…인식표 미착용※ (240건), 동물미등록※※ (150건), 목줄
미착용※※※(73건) 순

※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의무(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0.3.21일
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
의무(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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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2019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5.)

❍ [농식품부, 「2019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2019.11.15.] 2019.11.15일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개인 및 단체와 지자체, 식생활교육·체험 공간, 교육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본상 7건과 특별상 4건 등 총 11건을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

※ 식생활교육대상: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을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
※※ (주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주관) (사)한국식생활교육
학회
❙2019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주요 시상 내역❙
[본상-대상]
장은실 팀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최초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을 통해 지역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본상-금상]
원장 최은경
(서울시 창3동 어린이집)

•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텃밭 활동, 농업·농촌
체험, 절기음식 만들기 등 체험 중심 교육 실시

[특별상-자치단체상]
장덕천 시장
(부천시)

•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교육 예산 증액과 담당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특별상-교육인프라상]
김영란 대표
(영농조합 선돌메주농원)

• 농산물 재배·수확 및 조리체험 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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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 직제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1.)

❍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 직제화 확정, 2019.11.11.] 2015.12.30일
신설되어 201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구제역백신연구센터※가 ‘행정
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정규화

※ 지난 4년여간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에 적합한 백신 선정･추천 및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를 진행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민간제조사인 ㈜FVC에
단계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개요>
◈ (정원) 14명(신설 당시 10명이였으나, 2017. 8월. 4명 증원)
◈ (기능) 구제역 백신 국산화 연구 및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 방역정책 뒷받침
◈ (경과)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시설 준공(2015.8.31.), 구제역백신연구센터 한시 조직 신설(2015.12.30.),
신설기구 평가심의(2019.8.28.), 정규 직제화 확정(2019.9.17.), 농식품부 직제시행규칙 개정
(2019.10.31.)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1./11.12./11.13.)

❍ [농식품부, 경북 경산(금호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11.] 경상북도 경산시(금호강)에서 2019.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1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11.]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2019.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1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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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북 부안(동진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12.] 전라북도 부안군(동진강)에서 2019.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2019.11.13.]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AI·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AI)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 실시
-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구제역

-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
-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
- 2019.12.31일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

❍ [농식품부, AI 예방 위한 전통시장 일제 소독과 점검 추진, 2019.11.13.] 조류인플루
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2019.11.13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 소독 캠페인과 현장점검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매월 2, 4주차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주요 내용) △전국 전통시장(221개소) 내 가금판매소(329개소)는 판매소 내 살아있는
가금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청소와 소독 실시, △농식품부,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하고 소독
지원, △일제 휴업·소독의 날 이행상황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확인 등 전통시장 방역관리실태 현장점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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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1.13./11.1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1.15.]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1.13일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에서 2건이 추가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25건): 파주 6건, 연천 8건, 철원 11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1.1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고
2019.10.02.
2019.10.11.
2019.10.11.
2019.10.12.
2019.10.12.
2019.10.14.
2019.10.15.
2019.10.16.
2019.10.16.
2019.10.19.
2019.10.20.
2019.10.19.
2019.10.23.
2019.10.23.
2019.10.24.
2019.10.27.
2019.10.29.
2019.10.29.
2019.10.31.
2019.11.01.
2019.11.06.
2119.11.06.
2119.11.06.
2119.11.12.
2119.11.12.

확진
2019.10.03.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5.
2019.10.16.
2019.10.17.
2019.10.17.
2019.10.20.
2019.10.21.
2019.10.21.
2019.10.23.
2019.10.23.
2019.10.25.
2019.10.28.
2019.10.30.
2019.10.30.
2019.11.01.
2019.11.02.
2019.11.07.
2019.11.07.
2119.11.08.
2119.11.13.
21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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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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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신서면 도밀리 944
왕징면 강서리 986
원남면 진현리 115
원남면 진현리 25
원남면 진현리 21
장남면 판부리 150-2
원남면 죽대리 산157
왕징면 강서리 1106
장단면 거곡리 1066
연천읍 와초리 615
장남면 반정리 652-1
원남면 죽대리 164
장단면 석곶리 303
장단면 석곶리 303
원남면 죽대리 167
연천읍 와초리 361
군내면 백연리 398
군내면 정자리 46
신서면 답곡리 849
원남면 진현리 39
원남면 죽대리 167
진동면 하포리 240
원남면 진현리 313
원남면 진현리 18
원남면 진현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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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부근(약 900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5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4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정책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1.15.):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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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관련 조치 및 현장점검, 2019.11.14.]
2019.11.11일 농식품부 관계관을 연천 현장으로 파견하여 매몰지 인근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매몰 처리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난 2019.11.10일~11일 긴급
차단 조치로서 침출수 유입부에 침사지(沈砂池)와 2개의 둑을 설치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하천수 수실 문제 없고, 매몰도 완료

※ 파주･연천･철원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로 인해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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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전망 등
이슈 브리프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전망

※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0”(2019.1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10대 소비 및 상품 트렌드 전망
❍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0년 소비 트렌드로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세 축으로 ‘세분화’ ‘양면성’ ‘성장’을 꼽음.
-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Last Fit
Economy)’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Fansumer)’ ‘특화생존’ ‘오팔세대’ ‘편리미엄’ ‘업글인간’ 등 쥐띠
경자년을 염두해 영문 카피 첫음절을 묶어 ‘MIGHTY MICE’를 제시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Me and Myselves
Immediate satisfaction
Goodness and fairness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Technology of hyper-personalization
You're with us ‘fansumer’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Conveneience as a premium
Elevate yourself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0

• 멀티 페르소나 ❙ 회사와 집의 나는 달라 ‘다중 가면’
• 라스트핏 이코노미 ❙ 마지막 접점에서의 만족 중시
• 페어 플레이어 ❙ 선한 영향력과 공정성 중시
• 스트리밍 라이프 ❙ 차도 집도 물건도 ‘소유 대신 경험’
• 초개인화 기술 ❙ 0.1명 단위로 세분화된 시장
• 팬슈머 ❙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팬+소비자
• 특화생존 ❙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 된다
• 오팔세대 ❙ 청년처럼 소비하는 신중년층
• 편리미엄 ❙ 시간 아껴주는 ‘편리함’이 프리미엄
• 업글인간 ❙ 승진보다 성장이 중요한 직장인

- 1) ‘멀티 페르소나’: 회사와 집에서의 내가 다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여러
계정으로 갈아타며 ‘다중 가면’을 쓰고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무선 이어폰 ‘에어팟’도 따지고 보면 다중 가면※의 일종

※ 에어팟을 끼는 순간, 외부와 단절돼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적잖다고 함. 그러다가도 에어팟을 빼는 순간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와 일과
사생활의 구분이 더없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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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스트핏 이코노미’: 이제 소비자는 상품의 특성이나 브랜드가 주는 객관적
가치보다 상품과 자기 생활의 ‘마지막 접점’에서 즉각 느낄 수 있는 주관적
효용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 제품의 품질보다 빠른 배송이 중요해졌고,
에어컨·냉장고 등의 설치 경쟁도 제품 경쟁만큼이나 중요
- 3) ‘페어 플레이어’: 사회구조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이제
남녀 간, 세대 간, 지역 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

※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학생들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선호, 직장에서는 팀장을 서포트 하기보다 나 자신의 성과로 평가
받기를 원하며, 회사 대표와 팀 막내가 서로 반말로 의사소통하기도, 소비할 때도 상품
자체뿐 아니라 그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이 구매의 중요한 기준
- 4) ‘스트리밍 라이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차도 집도
물건도 ‘소유’하지 않고 ‘경험’만 하면 돼, 렌털이나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추천받는 ‘구독경제’,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급성장
- 5) ‘초개인화 기술’: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아마존은 고객을 0.1명 단위로
나누는데 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평일과 휴일에 소비 행태가
다르기 때문, 이런 구분은 고객의 소비 패턴 정보를 24시간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에 가능하며, 기업은 모든 개인을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해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 관심 가져야
- 6) ‘팬슈머’: 팬덤(fandom)은 원래 ‘어떤 것(특히 연예인)에 대해 열정을 보이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최근에는 좋아하는 행위를 제품 구입
으로 증명하는 행동 전반으로 그 의미가 확대, 팬덤은 다시 팬슈머로 진화 중,
팬슈머는 한 대상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획하고
투자하며 때로는 견제도 하는 매우 적극적인 팬으로서의 소비자※

※ 예) 아이돌그룹‘엑소’의 멤버세훈의생일에팬들이비행기를래핑해줄정도로그힘이강해짐.
- 7) ‘특화생존’: 보다 정밀한 타기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특화
전략’,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 왼손잡이용·수험생용 안마의자, 패키지여행 대신 ‘슬로우(slow) 여행’
‘모녀투어’ 등 프랜차이즈지만 표준화 대신 개별화하는 것도 특화 생존의 예,
2020년에는 니치(niche)해야 리치(rich)

※ 가령 ‘요가복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은 31세도, 33세도아닌‘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운동을좋아하는32세전문직여성’을 타깃으로삼아타깃이얼마나정밀한지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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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오팔세대’: 청년처럼 소비하는 신(新)중년층이 증가, 베이비붐 세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답게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디지털 기술 활용에 능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소비를 보여줌. 또한 인구수뿐 아니라 자산 규모와 소비 측면에서도
이들은 업계의 판도를 충분히 뒤흔들 만한 영향력 있는 소비군
- 9) ‘편리미엄’: 현대의 소비자들은 스마트, 꼭 해야 할 일 외의 나머지는 대신해
줄 사람을 찾음. 가사의 외주화, 노력 대행 서비스,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며,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 등이 주된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
- 10) ‘업글인간’: 요즘 직장인은 ‘승진’보다 ‘성장’이 더 중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더 신경 쓰며, 업글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자산으로 남아 확실한
내일을 보장하는 ‘성장’
❍ 한편, 김난도 교수는 2020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으로 ‘괴식·이색 식품’
‘대형 SUV’ ‘배송 서비스’ ‘에어프라이어와 3신가전(로봇청소기·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 ‘인플루언서’ ‘재출시 상품’ ‘지역 기반 플랫폼’ ‘친환경
아이템’ ‘한 달 살기’ ‘호캉스’를 제시
❙2020년 10대 상품 트렌드 키워드❙
괴식·이색상품

• 자극적인 경험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문화

대형 SUV

• 가족 중심적 여가를 즐기는 40대 소비자 부상

배송서비스

인플루언서

•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주문 증가와 배송 기반 효율화
•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싶은 니즈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밀레니얼 가치관의 확산
• SNS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확보

재출시 상품

• 기성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매력

에어프라이어와 3신가전※

지역 기반 플랫폼
친환경 아이템
한 달 살기
호캉스

• 신뢰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 필환경 트렌드의 확산과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드러내는 미닝아웃세대의 등장
•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
• 근무 제도의 유연화와 휴식에 집중하는 단기여행을 선호하는 추세

주: ‘3신가전’이란 로봇청소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빨래건조기를 묶어 말하는 신조어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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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년 2019년 10대 소비 트렌드 전망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주제

주요 내용

•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하지도 않다. 지금 여기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남.
but Certain
• 2017년 욜로 열풍에 이어, 2018년 소비자들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현 가능한
Happiness’?)
행복을 일상에서 구한다. 동네에서 구매하며 만족을 찾는 ‘십리경제’가 발달하고,
---------1. 작지만 확실한 행복, 좁아도 편안한 집이 놀이와 만남의 근거지로 자리 잡음.
• 그동안 저성장의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꾸준하게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찾아온
‘소확행’
소비자들은 이제 무지개 너머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파랑새를 찾고 있음.

What’s Your ‘Small

Added Satisfaction to • 가성비의 열풍 속에서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Value for Money:
즉 가심비(價心比)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남.
‘Placebo
• 가심비는 가성비에 주관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이 주관적 판단은 마치
Consumption’
‘위약(placebo)’처럼 정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기에 가심비에 입각한 소비를
---------2. 가성비에 가심비를 플라시보 소비라고도 부를 수 있음.
더하다: ‘플라시보 • 끓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불신과 불안에 차 있는 소비자의 ‘가심비’를 확보하라.
소비’
그것이 위약을 진약으로 느끼게 하는 트렌드의 마법

•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외치는 새로운 ‘직딩’이 나타났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valance)’은 오래된 용어지만, 직장 생활을
‘퇴직 준비’의 동의어로 여기는 신세대 직장인의 새로운 가치관은 한층 더 업그
레이드
Generation
‘Work-Life-Balance’ • 직장과 삶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이들에게 특히 ‘나 자신’, ‘여가’,
---------‘성장’은 희생할 수 없는 가치다. 한 번도 헝그리해본 적이 없기에 ‘헝그리 정신’은
3. ‘워라밸’ 세 대
없지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
• 욜로·가성비·소확행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전면에서 받아들이는 주역인 워라밸 세대,
2018년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할 이들의 긍정적 열정을 시장과 조직의
활력으로 바꿔야 할 것
• 언택트는 ‘무인’, ‘셀프’, ‘자동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비대면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서비스들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사람과의 접촉, 즉 콘택트
(Contact)를 지운다는 의미
T echnology
•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언택트 기술에
of ‘Untact’
4.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익숙해지고, 나아가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언택트 기술’
• 언택트 기술의 보편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를 소외시키는 ‘언택트 디바이드’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반면 그동안
무료로 인식됐던 인적 서비스가 프리미엄화 되는 등 관련 시장의 변화도 불러올 것
•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24시간 분주히 돌아가는 경쟁사회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 역시 누구에게도
Querencia
방해받지 않고 절대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
---------5. 나만의 휴식공간인 • 케렌시아의 모습은 다양하다. 간단하게 ‘패스트 힐링’을 취하고, 자기만의 아지트를
꾸미며, 집이나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케렌시아’
온라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구

Hide Away i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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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 수면과 관련한 ‘슬리포노믹스’사업이 성장하는 등 케렌시아가 공간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 상품 대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제품은 공짜로 제공
Everything-as-a-Serv 하고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프리미엄(Freemium) 경제는 서비스화의 한 예
• 이러한 변화는 기술경영에서 디자인경영으로, 다시 서비스경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ice
---------바뀌는 데 기인
6. 만물의 서비스화
• 차별화의 핵심이 제품의 기능이나 미학적 즐거움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간과 감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만물은 서비스로서 존재
• 매력적인 것들의 지배가 시작됐다. 매력은 단지 예쁜 것이 아니라 여러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에 홀린 듯 이유 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Days of ‘Cutocracy’ • 그 힘은 자기만의 특출한 장점이 하나라도 있을 때, 친근하고 귀여울 때, 반전이 있을
---------때, 능숙한 ‘밀당(밀고 당김)’이 있을 때 발생
7. 매력, 자본이 되다
• 단순히 스펙 좋은 제품이 아니라 매력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자기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써야
• 자기 주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의미,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커밍아웃’한다는 점에서 ‘미닝아웃’이라고
One’s True Colors,
명명할 수 있음.
‘Meaning Out’
• 미닝아웃이 전통적인 소비자운동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지점은 그 의미가 다양해지고
---------8. 소비자가 정치, 사회적 표현 방법도 놀이처럼 변하고 있다는 점
신념을 적극 표현하는 • SNS에 자기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붙이고, 축제 같은 집회에 나들이 가듯 참석하며,
‘미닝 아웃’
촌철살인 메시지를 담은 패션을 통해 미닝아웃을 실천, 바야흐로 소비자들이 자기가
믿는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 변화의 ‘하드캐리’가 시작
• 인간관계에도 비용편익적 사고가 적용되면서 관계 맺기의 양상이 기본부터 흔들린다.
인관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가 변화해, 기능적 관계
Alt-Family
(gig-relationship)와 대안적 가족(alt-family)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
---------9.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해 • 결혼의 대안으로 졸혼·해혼이 늘어나고, 사람 대신 반려동물과 교감하기도 하며,
(기능적 관계나 반려
이조차 부담스러우면 반려식물을 찾기도 함.
동물이 대체하는 ‘대안
• 이제 관계의 본질은 깊으냐 얕으냐의 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애착·소통의 필요를
관계’)
각각 누가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의 기능의 문제가 됨.

Gig-Relationship,

• 1코도미 시대에 개인이 원자화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의 농도가
옅어지며, SNS의 발달로 자기 정체성을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Self-esteem
사람들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음.
---------• 자존감은 사치와 명품 소비, 창조적 소비, 윤리적 소비, 개성 표현 소비, 보상적 소비와
10.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자기 선물 주기, 복고 소비, 외모 관리 소비 등 최근 주목받는 수많은 소비트렌드의
외치다
기저에 흐르고 있는 키워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소비)
•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관계 밀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밀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개인주의를 복원시켜야 할 때가 옴.

Shouting Out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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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Play the Concept
Invite to the ‘Cell Market’
Going New-tro
Green Survival
You are My Proxy Emotion
Data Intelligence
Rebirth of Space
Emerging ‘Millenial Family’
As Being Myself
Manners Maketh the Consumer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19

• 콘셉트를 연출하라 ❙ 가성비보다 공감할 수 있는 콘셉트에 열광
• 세포마켓 ❙ 1인 미디어로 직접 판매에 뛰어든 셀슈머
• 요즘옛날, 뉴트로 ❙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매력
• 필(必)환경시대 ❙ 환경이 필수인 시대
• 감정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 감정근육이 약해진 ‘컬링세대’
• 데이터 인텔리전스 ❙ 데이터지능(DI)으로 의사결정
•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공간
• 밀레니얼 가족 ❙ 엄마의 변신, 가족의 진화
•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 정체성 중요한 ‘미코노미(Me+Economy)
• 매너소비자 ❙ 직원과 손님 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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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프랑스 연구기관, 새로운 직불금 지급방식 제안
※ IEG Policy가 발표한 “French experts call for CAP payments to reward labour
rather than farm size(2019.10.2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프랑스 연구기관, 새로운 직불금 지급방식 제안
❍ 프랑스 정책연구기관인 France Stratégi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프랑스
농업인의 25%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지급방식
(농지면적과 생산물 기준)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 Julien Fosse. 2019.10. “Faire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un levier de la
transition agroécologique.” France Stratégie.

❍ 따라서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보다,
노동작업단위(per unit of work)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따를 것을 제안하였음.
- 즉, 매년 모든 농업인에게 8천 유로를 기본소득(basic income)으로 지급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임.
❍ 새로운 방식은 농작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농업 관행을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pays principle)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목초지 유지, 윤작※,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온실가스 배출, 농약·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윤작: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해충 위험을 감소시키며, 화학비료 사용을 제한함.
❍ France Stratégie는 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통해 농업 종사자 수 유지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한편,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Farm Europe는 France Stratégie의 방식을 따를 경우
보조금 지출액이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초과※하며, 현재 유럽연합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함.

※ 현재 공동농업정책 제1축 예산은 440억 유로이나, France Stratégie의 방식을 따를 경우
총 660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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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진흥 정책 중장기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現行基本計画の検証とこれを踏まえた施策の方向(案)
(農村の振興、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団体の再編整備等に関する施策)」(2019.
10.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정책 중장기 전략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0일에는 농촌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다원적기능 발휘 촉진❙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지역 커뮤
니케이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어 농지 등 지역
• ‘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 유지·계승
다원적기능의 발휘에 의한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형 농업 활성화
•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발휘에 의한 혜택을 국민이
누림.
•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 및 생산조건 불리 지역의 영농 지원
시행

• 농업인 이외의 다양한 인재가 지역의 공동활동에
참여, 지역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
적인 자원 보전관리 체제 형성

<효과분석>

• 다원적기능 직불금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간 725ha의
유휴농지가 해소되는 등 지역자원 보전관리에 효과를 보임. •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 생산활동 유지를 통한 경작지
포기 방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구조개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
정책 방향
•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은 제4기(2015~2019년도) 기간 중 일시적 • 드론 활용 등 보전관리 노동력 절감기술 등의 추진을
으로 시행면적이 감소하였으나 회복하여 제4기 대책 최종
통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
평가에서 농지 감소방지 면적은 7만 5천ha로 달성률은 94%임.
• 지역 커뮤니티 유지·재생·강화를 위한 지원과 구조
<향후 과제>
개혁 지원
•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인한 후계자 및 지역 지도자 • 마을기능·농촌협동심 강화 및 구조개혁 등 농업 생산
감소, 농촌 협동력 저하, 공동작업 노동력 절감 등
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 농업인 불안 해소 등을 통해 조건불리 지역에서도
농업 생산활동이 유지 가능한 체제 구축
•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실시 상황 점검을 시행하고, 일본식 직접직불금 3가지
(다원적기능 직불금, 중산간지역 등 직접직불금, 환경
보전형 농업직접직불금)를 조합하여 효과적인 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가적인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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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를 통한 마을 기능 유지❙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체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 산업진흥 기능을 주요 마을에 집약한 ‘작은 거점’과 교통망
유지 발휘하기 위해 작은 거점 만들기 추진, 지역
정비 및 정보화 등을 통한 거점과 주변 마을의 네트워크 형성 추진
미래비전 설정 등을 시행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미래비전을 확립하여 계획적인
• 이를 통해 관계인구를 포함한 지역 활동에 관련된
토지이용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인재 확보 및 산업진흥 기능의 중심 마을로 집약
<효과분석>
하여 농촌 활성화
• 마을·사람·일자리 종합전략의 작은 거점 목표 수(1,000곳) 달성
정책 방향
• 지역 미래비전을 확립한 지역에서 관광객 증가, 매출 증가,
• 작은 거점 만들기, 지역의 미래상 설정을 관련 부처와
고용증가 등 효과가 나타남.
연계를 통해 지원
<향후 과제>
• 중점 마을의 집약화를 위해 지역 공동활동조직 등
• 지역에 정착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미래
광역화를 추진
비전 설정 및 지역으로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왔지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지역 만들기※ 후계자가 부족한 • 인구감소·고령화, 일하는 방식 및 가치관 다양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상황
인재를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
※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구축
관계인구※ 증가 추진
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
※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
(이주한 정주 인구 및 여행객 제외)

❙식량 안정 공급❙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인이 식품산업사업자와 연계하여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6차산업화 및 농상공 제휴 촉진, 대응 발전 단계나 대응
주체에 맞춰 6차산업화·지산지소※ 및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등의 지원 정책 활용 추진
※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 6차산업화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과 지방공공단체,
식품산업, 금융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해 구성한 지역 연계 촉진
•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성공 요인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 및 결과 현장 반영
<효과분석>
• 2019년 9월 말,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에 근거한 종합화 사업
계획 인증 건수는 2,487건으로 시장규모는 매년 확대(2010년:
1조 2,000억 엔 ⟶ 2017년: 7조 1,000억 엔)
• 농상공 연계 사업계획 인증 건수는 2019년 9월 말에 804건으로
꾸준히 증가
• 2011년 종합화 사업을 개시한 인정사업자 중 70% 이상이 5년째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그중에서 약 절반은 경상 이익 감소

• 농업인 주체의 6차산업과 식품산업 등 2차·3차
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국산 농림
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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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 성장이 기대되는 농업벤처 및 가공품 수출, 식품
산업 등 2차·3차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창출 촉진
• 가공·업소용 수요에 맞춘 농산물 1차 가공과 농촌
관광 활성화
• 다양한 관계자와의 기획이 가능한 6차산업 경영진
등에 의한 지원 체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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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각 지역에서 농업인 주체의 6차산업화 성공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 향후에는 식품산업 등의 2차·3차산업이 농업과 연계한 부가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가공·업소용 수요에 대응
및 농촌관광 등의 대응과 연계 필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산어촌 지역 순환에 이바지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지
등의 이용을 적절하게 이행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 바이오매스의 열·연료 이용·자가소비 및 바이오
매스 제품 시장 확대
•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창출하여 농업
진흥 및 지역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활용 구상
정책 방향
•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하에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업계획 책정,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실증 및 농산어촌 1. 재생가능 에너지
• 재해 시 빠른 복원을 위해 농촌의 바이오매스 및
재생에너지법 지원에 의한 재생에너지 도입
태양광 에너지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 2016년에 새롭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책정
이를 위해 농산어촌 EMS※ 기술의 개발·보급
•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선정지역에 있어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기 등의 에너지
조사·설계, 시설정비 등 지원
사용량을 가시화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효과분석>
•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시작으로 농산어촌 재생가능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지구 및 바이오매스 산업 시장규모는 순조
에너지 다각적인 지산지소 대응 추진
롭게 확대
• 가시화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참여 촉진
<향후 과제>
2. 바이오매스
1. 재생가능 에너지
•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추진
제품 사업화를 위해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매칭
• 2021년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제도에 대한 대응
기회 창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규모 확대 추진
(자가소비 등을 조건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전력시스템과
자립할 전력시스템으로 구분)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 만들기
2. 바이오매스
• 실용화를 위한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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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전환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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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전환 주요 동향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11월 11일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미래 WTO 농업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간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또한 “정부가 미래 농업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함에 따라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
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

※ 앞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어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수 있다고 강조
-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의 과소화, 시장 개방의 영향, 농식품의 안전성, 환경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 확충과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가격 급등락 방지를 위한 근본적
수급 안전대책 마련, △청년 및 후계 농업인 육성 등을 제시
-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고,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한편, 농민단체들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가 없어지면
농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도국 지위 전환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카톨릭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 회원들이 2019년
11월 11일 농민의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전환 무효 등을 촉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019년 11월 11일 나주와 화순, 영암, 순천 등
전남 시군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전환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 전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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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강원·충남도·충북도 연맹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전환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밝혀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019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전환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
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
- 정부가 지위 전환을 선언하며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는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이라며 오리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쌀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반(反) 농업적 정책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 한편,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전환과 RCEP 협정문 타결로
농업분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년 11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양허대상에서
쌀은 빠져 있다”면서 “우리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 시장개방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
- 2020년도 통상전망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일방주의가 더 확산·심화하고
보호무역조치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한정됐던 이전과 달리 수입, 수출,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 박탈 등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을
이겨나기 위해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제도 혁신 등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자료: “농식품부 장관 “미래 WTO 협상에서 쌀 등 최대한 보호할 것”” / “농민
단체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해야””(KBS, 2019.11.1.),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농기계 집회”(NEWSIS, 2019.11.11.),
“농민들 “개도국 지위 포기 무효”” / “전남 농민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경향신문, 2019.11.11.), “김현수 농림 “WTO 협상서 쌀
등 최대한 보호””(국민일보, 2019.11.11.), “김현수 “미래 WTO 협상에서
쌀 등 최대한 보호…피해대책 마련””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인 날 맞아 전국서 집회”(연합뉴스, 2019.11.11.), “유명희 통상교섭본
부장 “알셉 시장 개방 대상에서 쌀은 제외”(한겨레, 2019.11.11.),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피해발생시 반드시 보전””(헤럴드경제,
2019.11.11.), “전국 농민들 대규모 상경 투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
된다””(파이낸셜뉴스,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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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2019.11.12.)

❍ [통계청,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19.11.12.] 2019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
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

※ (조사대상 표본수) 전체 약 6,300개 표본구역

조사 결과
❍ [2019년 쌀 생산량] 374만 4천 톤, 전년(386만 8천 톤) 대비 3.2% 감소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18) 3,764천 톤 → (2019) 3,644천 톤

- (감소 원인) 재배면적 감소(-1.1%)와 10a당 생산량 감소(-2.2%)로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만 4천 톤 감소(-3.2%)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생산량(만 톤)
재배면적(천 ha)
10a당생산량(kg)

423
833
508

424
816
520

433
799
542

420
779
539

397
755
527

387
738
524

374
730
513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전년 대비(%)
-3.2
-1.1
-2.2

❍ [재배면적] 72만 9,814ha, 전년(73만 7,673ha) 대비 1.1% 감소
- (감소 원인) 정부의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 [10a당 생산량] 513kg, 전년(524kg) 대비 2.2% 감소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18) 510kg → (2019) 499kg

- (감소 원인) 2019.9월 이후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 일조량※ 등
기상 악화로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

※ 태풍 현황(발생/소멸): 링링(2019.9.2./9.8.), 타파(2019.9.19./9.23.), 미탁(2019.9.28./10.3.)
※ 강수량(2019.9.1.∼10.15.): (2017) 156.8mm → (2018) 278.8 → (2019) 382.6
※ 일조시간(2019.9.1.∼10.15.): (2017) 288.2hr → (2018) 288.5 → (2019)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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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쌀 생산량] 전남(72만 5천 톤) ＞ 충남(70만 9천 톤) ＞ 전북(60만 5천 톤) 순
❙시도별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시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생산량(천 톤)
2018
2019
증감률
3,868
3,744
△3.2
390
374
△4.2
154
151
△2.0
178
174
△2.4
732
709
△3.1
627
605
△3.6
766
725
△5.3
535
529
△1.1
335
332
△0.8

재배면적(천 ha)
2018
2019
증감률
738
730
△1.1
78
77
△1.8
29
29
△1.3
34
33
△1.1
134
132
△1.3
115
112
△2.2
155
154
△0.6
98
97
△0.6
66
66
0.5

10a당 생산량(kg)
2018
2019
증감률
524
513
△2.2
500
488
△2.5
531
527
△0.7
530
523
△1.4
547
537
△1.8
547
539
△1.4
495
471
△4.8
546
543
△0.5
510
503
△1.2

조사 결과 분석 (농식품부)
❍ [2019년산 쌀 생산량] 전년(386만8천 톤)보다 약 12만4천 톤 감소한 374만4천 톤
(2019.11.12일 통계청 발표)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380만 톤 내외)을 감안 시, 약 6만 톤
수준의 공급 부족을 전망
- (2019년 벼 재배면적) 73만ha※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약 8천ha 감소

※ 벼 재배면적(천 ha): (2018) 738 → (2019) 730
- (2019년 쌀 생산 단수)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잦은 비로 인한 일조
시간 감소 등의 기상 악화로 쌀 생산단수※가 전년에 비해 낮아

※ 쌀 생산단수(kg/10a): (2018) 524 → (2019) 513
※ 2019.10.15일 발표된 쌀 예상생산량 조사(통계청, 2019.9.15일 기준)에서는 518kg/10a로
전망(태풍 ‘링링’ 피해만 반영)했으나, 이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미탁･타파’의 영
향을 모두 반영한 결과 513kg/10a로 나타났음.
- 이에 2019.10월 이후 하락했던 산지쌀값※은 2019.11.5일에는 상승하였고, 조곡(벼)
가격 상승세를 감안하면 향후 쌀값 강세가 예상

※ 산지쌀값(원/80kg): (2019.10.5.) 191,912 →(10.15.) 188,796 →(10.25.) 188,476 →(11.5.) 189,528
❍ 2019.11.8일 기준, 공공비축미(35만 톤) 및 민간유통업체 매입물량은 147만 톤, 유통
업체 매입물량은 138만 톤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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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단위: 천 톤/쌀)

구분

2019년산 쌀 매입 계획(A)

매입 실적(B)<2019.11.8일 기준>

(B/A,%)

공공비축미(a)
민간 매입(b)
총계(a+b)

350.0
1,922.3
2,272.3

92.9
1,377.0
1,469.9

26.5
71.6
64.7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쌀 소비량 조사 결과
(2020.1월 예정, 통계청) 및 가격 변동 등 쌀 수급·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시도별 쌀 생산량❙

※ 기타: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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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19년 10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2.)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식량가격지수
213.3
209.8
201.8
164.0
161.5
174.6
175.5
171.6
168.9
172.9
175.3
179.0
177.2
178.6
176.5
175.7
169.1
174.6
168.4
171.4
173.2
174.0
175.8
172.7
167.1
167.8
164.5
162.9
161.8
161.5
168.4
163.9
167.0
167.6
170.7
173.8
173.2
171.7
169.7
169.7
172.7
170.0

육류
182.0
184.1
198.3
168.1
156.2
158.8
161.2
165.2
169.3
172.7
175.6
174.9
174.3
174.0
173.1
172.8
169.7
170.1
167.5
170.3
171.0
170.4
168.7
166.5
165.2
166.8
163.8
160.4
162.6
162.4
166.3
160.1
162.7
164.5
170.9
174.3
176.4
178.9
179.6
181.0
182.7
173.1

유제품
193.6
242.7
224.1
160.3
153.8
193.0
194.2
189.8
183.6
193.0
209.0
216.6
219.7
224.2
214.8
204.2
184.4
202.2
179.9
191.1
197.4
204.1
215.2
213.2
199.1
196.2
191.0
181.8
175.8
170.0
192.9
182.1
192.4
204.3
215.0
226.1
199.2
193.5
194.5
193.4
192.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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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236.1
219.3
191.9
162.4
146.9
146.9
150.5
147.8
146.0
148.0
154.3
162.2
153.0
151.9
152.7
153.1
152.4
151.6
156.6
161.3
165.4
168.5
172.6
166.8
161.9
168.7
164.0
165.7
164.1
167.8
165.3
168.7
168.5
164.7
160.1
162.3
173.5
168.4
157.8
157.4
164.0
164.5

유지류
223.9
193.0
181.1
147.0
163.8
186.3
178.7
167.6
161.1
168.7
162.1
160.4
164.4
171.9
170.0
172.2
162.6
168.8
163.1
158.0
156.8
154.6
150.6
146.1
141.9
138.2
134.9
132.9
125.3
125.8
144.0
131.2
133.5
127.6
128.7
127.4
125.5
126.5
133.9
135.7
136.4
130.6

설탕
305.7
251.0
241.2
190.7
256.0
288.5
287.9
256.5
233.3
227.9
197.3
207.5
203.9
204.2
203.5
212.7
204.1
227.3
199.9
192.4
185.5
176.1
175.3
177.4
166.3
157.3
161.4
175.4
183.1
179.6
177.5
181.9
184.1
180.4
181.7
176.0
183.3
182.1
174.8
168.6
178.3
179.1

⎗ 통계·조사

2019년 OECD 회원국 정부신뢰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9.11.15.)

❍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19』 발표, 2019.11.14.] OECD는 2019.11.14일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

※ 한눈에 보는 정부: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

- (주요 내용)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39%)로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 정부신뢰도 순위: (2011) 31위 → (2013) 29위 → (2015) 26위 → (2017) 32위 → (2018) 25위
❙대한민국 OECD 정부신뢰도 변화❙

주: 설문조사에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OECD 정부신뢰도 순위 변화(2013~2019)❙
주요국가
(2019 신뢰도 순)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체코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측정 국가 수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1위
2위
8위
32위
29위
32위
12위
18위
20위
24위
34개

1위
3위
14위
22위
26위
20위
34위
25위
32위
25위
35개

1위
2위
12위
17위
32위
21위
29위
28위
27위
32위
35개

1위
2위
10위
26위
25위
18위
23위
20위
28위
33위
34개

1위
2위
6위
19위
22위
24위
25위
30위
32위
34위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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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B-A)
(동일)
(동일)
4단계↑
7단계↑
3단계↑
6단계↓
2단계↓
10단계↓
4단계↓
1단계↓

⎗ 통계·조사

❙2019년도 OECD 주요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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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