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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관세율 513% 확정 예정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주 52시간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의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 원으로 인상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간 연장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품질평가 요소 강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한-이탈리아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언론 동향 ❙ 2020 CES 5가지 신기술 트렌드 전망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한 축산단체 대국민 약속

▮통계·조사
• 2019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2018년 주택소유통계

⎗ 정책동향

정책동향 WTO 쌀 관세율 513% 확정 예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9.)

개요
❍ [농식품부, WTO 쌀 관세율 513% 확정 예정, 2019.11.19.]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

※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옴.

주요 경과
❍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
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

※ ‘관세화’는 기준기간(1986～19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

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임.

※※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음.
쌀 TRQ 물량: (1995) 51,307톤(1988～1990 소비량의 1%)
(2004) 205,229
(2014) 408,700톤

→

→

❍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2014.9.30.)
❍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12.)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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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
-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해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

※ 우리나라는 1995∼20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국제
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음.
※※ 내국민대우 원칙(GATT제3조): 국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 상품과
동등한 시장경쟁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

❍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 결과를 다음과 같음.
- ①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8,700톤 중 38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

※ 국가별 쿼터: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 / 글로벌 쿼터: 20,000톤

- ② 동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
❍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
-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
❍ [전망]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
❍ [평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대외적 보호
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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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2.)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발표」, 2019.11.22.] 2019.11.21일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 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
으며, 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

※ 논의안건: ① FTA 15년, 평가와 과제, ②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③ FTA 활용촉진
대책, ④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 [혁신]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
-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
❍ [확장]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2018년 기준 35% 이상)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
-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타결기준: 2019.11월 58개국 → 2022.12월 70여 개국
❍ [활용] FTA를 통해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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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안건 주요 내용
❍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15년 누적, 3.4%)와 후생(225억 달러)이 증가하였고,
4대(미국·EU·중국·베트남)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 달러의 관세가
절감되었으며, 농업 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
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 요인
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음.
-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임.

참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 “2019.11월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 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11.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
❍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 달러, 수출 세계 6위(2018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 수 약 16%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 시 55개국과 1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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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2019.11.18.)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2019.11.18.]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확대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❶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❷ 국회 입법 과정과 연계하여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 등을 중점 논의

보완대책 방향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
❍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
-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구성: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

❍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
-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가능

※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

-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2020.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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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
❙참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해외사례❙
구분

사유
요건
• 재해 기타 긴급사유(인명·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수리) 행정관청 허가
일본
노사협정 +
•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인 업무량 증가
행정관청 신고
•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대량 리콜사태 등)
•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감독관청의 승인
가능할 경우
독일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화재, 침수),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 우려 등, △다른
별도 요건 없음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증가 등
근로감독관 승인
(1일 10시간 한도 예외)
프랑스
•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행정관청 승인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44시간 한도 예외)

한도
• 한도 없음.
• 1개월 100시간, 연
720시간

•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
시간 48시간

• 1주 48시간, 12주
평균 44시간
• 1일 10시간, 1주
60시간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
-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를 통해 확인(노동
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

※
※※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추진(2019.12월)

-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2019) 347억 원, 10,234명 (2020) 904억 원, 19,989명
일터혁신 컨설팅: (2019) 219억 원, 2,090건 (2020) 236억 원, 2,200건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신설): 2020년 46억 원, 500개소(이상 2020년 정부안)
 근무체계 개편,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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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ㆍ의결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국토교통부(2019.11.20.)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개최, 2019.11.20.] 2019.11.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
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

- (주요 내용) △비전※…‘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및 전략…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 △추진 방향…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추고 비전을 설정

※

맞

❙기본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교❙
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비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
목표
•
•
공간 •
전략

•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발전
전략
<6대
전략>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개방형 국토발전축 5+2 광역경제권 중심 거점도시권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 국토경쟁력 제고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 안전한 국토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
•
•
•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글로벌 •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압축적 발전, 지역 간 다양한
지역
경쟁력 강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연계·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발전
방향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대도시와 •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수도권과
KTX 정차도시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
지방의 상생
집행

•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 위한 효율적인 지역개발 •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연동
시스템 구축
•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
•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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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1.19.)

개요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2019.11.19.]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상정·의결

주요 내용
❍ [1.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대 대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
- 지역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②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
➊ (지원대상의 전환)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 ⇒ 허브산단 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집중해서 지원
￭ 개별 산단 중심으로 지원
※ (2020) 5개 내외 → (2022) 전국 15개 내외
￭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단 부족
￭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 총망라
➋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전환) 중앙주도 산단정책 ⇒ 지역 주도로 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하여, 산단·연계산단·주변
￭ 지역산업 혁신계획과 괴리
지역을 연결한 혁신계획 수립
￭ 산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역산업 진흥
￭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한 중앙 정부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및 컨설팅 지원
➌ (중앙부처 지원방식의 전환) 부처 간 협력·연계 미흡 ⇒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 부처별 사업 대상 산단을 개별 선정하여
인센티브가 되도록 사업간 연계강화
분산 지원
￭ 협업예산 형태로 지속·집중 지원
➍ (산단 조성·관리 방식의 전환) 규제중심 운영 ⇒ 기업 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 획일적인 업종·입지규제 적용
￭ 산단 내부 문제해결형 사업

￭ 산단 내부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 산단 내부-외부를 연계한 종합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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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 △그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Eng.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 △건설근로자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차질없이
지속 개선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
카드를 하나로 통합, 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③ 지원기간은 길어지고, 지원규모는 확대, ④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⑤ 훈련과정의 질 제고 병행,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
으로 재설계

※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취업 관련 학원비 등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자료 : 국회(2019.11.19.)

❍ [국회,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최, 2019.11.19.] 국회는 2019.11.19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
-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고,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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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연번
1

안건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일부개정법률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
(대안)
•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의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환지사(換地士): 농경지를 개량하여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설계를 하는 자로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관련법에서 환지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시생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는 계획

기초연금 지급액 30만 원으로 인상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간 연장
자료 : 국회(2019.11.2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2019.11.20.] 2019.11.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을 열어 2020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의결
- (개정안 주요 내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초연금액 30만 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
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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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2.)

개요
❍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2019.11.2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2020년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

※ 신북방 지역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벨라루스, 몽골 13개국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4대 전략❙

①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

• 시장 맞춤형 유망 품목 발굴·육성
• 선도기업 연계 신(新)주력 상품 육성

②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

•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으로 신(新)물류체계 마련
• 거점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

③ 유통,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 한·러 수교 30주년 유라시아 ‘K-Food 대장정’ 프로젝트
추진
• 지역별 유통망 확충 및 차별화된 유통채널 개척
• 신(新)미디어 활용 기획 홍보

④ 수출지원 체계 구축

➡

• 신북방 수출지원조직 및 비관세장벽 대응 시스템 보강
• 신북방 ‘수출기업협의체’ 구성·운영

주요 내용
전략 1.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 시장성, 물류여건, 주 소비층을 고려하여 시장 맞춤형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주력 수출품목※ 생산기업의 신규상품 개발을 지원
주력품 :
, 라면, 음 , 만두 등

※

목 커피믹스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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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가공식품인 인삼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항만
물류가 가능한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 등 신선농산물을 중점 육성
-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등을 통해 시장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시장반응조사
등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신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할 예정
❍ 시장개척 역량을 가진 선도기업의 파워브랜드와 유망 중소기업 제품 간 브랜드
합작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이 기 진출한 현지 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 동반판촉
및 공동마케팅으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지원
전략 2.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

❍ 신북방 지역의 열악한 물류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 극동 지역에 선박운송채널 활성화로 수출물량 규모화 및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물류대행사를 통해 부산-블라디 항로에 신선농산물
주 1회 정기선박 운행을 추진
-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는 수출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동물류추진단※
운영을 지원하여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운송 빈도 확대 및 물류비 경감을
유도할 계획

※ 해당 운송경로(인천↔알마티･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를 이용 중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전문 물류업체 간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운송
❍ 기존 2개소를 운영해 온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2선 도시 수출
확대를 위해 내륙콜드체인을 지원
전략 3.

유통,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유라시아 케이푸드(K-Food) 대장정」 프로
젝트를 추진
- 농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학생, 수출업체, 마케팅 전문가, 식문화 전문가, 셰프
등으로 ‘케이푸드(K-Food) 홍보원정대’를 구성하여 시베리아철도(TSR) 노선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식문화 이벤트 행사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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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용 홍보매장(안테나숍)을 집중 개설하여 현지 소비자
반응조사 강화로 유망품목의 신규수출을 촉진하고, 온라인 시장조사 및 구매동향
등을 조사하여 온라인 몰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
❍ 젊은 층에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높은 유명
인사를 보유한 채널을 연계하여 한국 수출농가·업체 방문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한류스타 ‘아스트로’를 모델로 한 수출품목 광고 및 웹 드라마 홍보를
추진
전략 4.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신북방 수출지원 조직 및 비관세 장벽 대응시스템을 보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내 중국수출부를 ‘신북방수출부’로 확대
개편하고,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여 카자흐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
-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
전파하고, 해외 관세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간 공조체계도
강화
❍ 신북방 지역 진출기업 및 물류업체, 수출지원 사업 참여업체 등으로 ‘수출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개척 활동 참여 및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 [기대 효과] 이번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 향상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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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1.18.)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9.11.1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이라는 주제로 2019.11.26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
에서 2019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개최 목적) EU 등 선진 농수산 정책 혁신 사례를 통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 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국의 농정 개혁 사례를 통해 ‘농정의 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농수산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한 농어업계 내·외부의 인식 공유와 지지로 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주요 프로그램: 전체 강연 및 토론 주제❙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1부] 농수산 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전환(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제강연 • EU 농정 개혁, 그 지향과 교훈
알렌버크웰
1
(Allan Buckwell/영국 뉴캐슬대학교
- EU 농정개혁 사례, 한국 농정을 위한 조언 등
명예교수)
1부
주제강연 • 한국의 농정 전환: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오현석 사무국장
2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포용과 혁신, 지속가능 농정 전환과 농특위의 역할
종합토론 • 토론주제: 농정전환: 왜, 무엇을, 어떻게?
• 진행: 박진도 위원장(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부-A]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강연 • 기술혁신과 ‘새로운 농민·농촌’
1
- 지식통합체계(R&D + 인력·교육) 혁신과 농업·농촌의 미래
2부 주제강연 •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
2
- ICT, AI 등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얀 다우 판 더 플루흐
(Jan Douwe Van der Ploeg/
전 네덜란드와게닝엔 대학교 교수)
수밍 첸 교수
(Suming Chen/대만국립대학교)

주제강연 • 일본의 농정변화,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
3
- 쌀정책변화와 농업협동조합 개혁 등

혼마 마사요시 교수
(Honma Masayoshi/도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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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종합토론 • 토론주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
• 진행: 김홍상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부-B]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제강연 • 세계 수산업 현황과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
코트니 파싱
1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Courtney Farthing/미국 The Pew
수산정책 방향
Charitable Trusts 책임연구위원)
주제강연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2
- 생산주의 어정에서 지속가능한 어정으로의 전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토론 • 토론주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 진행: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전남)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1.20.)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전남), 2019.11.20.]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주산지인 전남에서 2019.11.20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개최(전남)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농정방향의 새로운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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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2019.11.20일 오후 2시부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남’을 개최하여 전남도 지역의 농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숙의하고
행복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의 혁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김영록 전남 도지사)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이 농어민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
한다”며, “농정틀 전환의 중심에 농수산물 가격·수급 안정과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두면
좋겠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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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전국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 농정의
실현 방안 전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앞으로 11.28일 강원, 11.29일 충북, 11.30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이어갈 예정

2019 강소농대전, 제48회 4-H중앙경진대회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19.)

❍ [농촌진흥청, 2019 강소농대전※ 및 제48회 4-H중앙경진대회※※ 개최, 2019.11.19.]

2019.11.20일~11.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강소농대전’과 ‘제48회
4-H중앙경진대회’를 함께 개최

※ 강소농대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强小農)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판매･홍보하고, 농업을 주제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개최
※※ 4-H중앙경진대회: 지역사회에서 4-H 이념을 실천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인재의 역량 강화와 4-H 전국 청년회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2년마다 개최
※※※ 강소농: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이라는 뜻으로, 영농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 (주요 내용) 올해 처음 강소농대전과 4-H경진대회를 함께 열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기반이 되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수 강소농·청년
농업인 사례를 널리 알리고, 특히 강소농과 청년농업인의 경영역량 향상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유통업체MD(상품기획자)에게 전문 컨설팅(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상생협력을 지원
- (2019 강소농대전) ‘강소농,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이라는 주제로 현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사 참여자인 강소농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준비
- (제48회 4-H중앙경진대회)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농업을 여는 4-H청년농업인’
이라는 주제로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아이디어(참신한 생각)
발굴과 우수농산품 경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사례 발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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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2.)

❍ [농식품부,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2019.11.2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단위 농업환경 개선기반 조성 등을 위해 2020년도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선정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제공 공간으로 보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
하고,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에 도입
<농업환경의 범위>
◈ 1)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환경요소와 2)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유무형의 요소
포괄
토양
물
공기
생태계

➡
(투입)

농업 생산활동

➡
(조성)

농촌경관
생물다양성
농업유산(유형)
문화유산(무형)

- (주요 내용) △시·도별 선정…충북과 전남에서 각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 선정※, △지원 내용…향후 5년간
650백만 원 규모로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비용 지원 및 사업추진실적
모니터링 등 실시

※ (세종) 세종 1, (강원) 원주 1, 홍천 1, (충북) 청주 1, 옥천 1, 괴산 2, (전북) 무주 2, 순창 1,
(전남) 순천 1, 담양 1, 강진 1, 장성 1, (경북) 의성 2, 청도 1, (경남) 고성 1, 거창 1, 의령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개요>

◈ (개요)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시행
◈ (사업 1년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
※ 주민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사업총괄코디 위촉 등
◈ (사업 2~5년차)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
※ 예시) 비료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등

- (향후 계획) 향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강화, 사업시행절차 및 농업
환경 보전활동 매뉴얼 등을 담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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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20개 마을(6개 시·도, 17개 시·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품질평가 요소 강화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21.)

❍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품질평가 요소 강화, 2019.11.21.]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
품 인증제: 농
농장이 방문 들의
이에 는
서비 를 제공하고, 지속
적인 농장 방문이 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

※ 질

촌교육
뤄질

객 눈높 맞 교육 스
질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개요>

◈ (품질인증)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고, 2019년 품질인증 심사신청을 한 농촌교육농장 85곳을 심사해 최종 79곳을 선정
※ 2019년 집계 농촌교육농장 975곳은 국비지원 621곳(2006~2017), 지자체 지원 348곳(2006~2019),
특·광역시 지원 6곳(2006~2019)
◈ (품질인증 기간)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
◈ (품질인증 평가 기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

- (향후 계획) 농촌 활력에 이바지하는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품질인증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혁신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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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자료 : 환경부(2019.11.18.)

❍ [환경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2019.11.18.]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2019.11.18.일부터 12.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
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년 농번기를 전후한 (4～5월)
가을(11～12월)에 2차
방치된 영농 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

※집

례씩

폐

매

봄

･

- (주요 내용)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
수거보상금 제도: 농민이 영농 기물을 공동 하장으로 가 면, 기물 종 및 에
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으로 비 은 지자체별로 50 330원/ (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 농 용기의 경우 지 는 개당 80원, 용기 는 100원을
지급

※

따

폐

집
것 폐닐
폐약
봉류

져오 폐
∼ kg
류

류 양
각각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19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비닐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2만 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 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19만 톤)은 국가에서 수거·
재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약 6만 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
◈ (영농폐비닐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50원~330원
/kg, 이중 국비 10원/kg 보조)
◈ (영농폐비닐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농약용기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3백만 개, 이 중 약 82%인 6천만 개가 수거되는 실정
◈ (폐농약용기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폐농약용기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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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한-이탈리아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1.)

❍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한-이탈리아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2019.11.21.]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함께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의 만남 ‘닮은 듯 다른 쌀 이야기’라는 주제로 2019.11.19일에 한식문화관에서
‘한-이탈리아 음식문화 교류전’을 개최
- (개최 목적) 양국의 쌀 품종, 쌀로 만든 음식(한국: 식혜·조청·엿, 이탈리아:
리소토아란치네)과 쌀의 문화적 의미 등을 소개하고,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 간 농식품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요리시연 및 소개※…양국의 전통적인 쌀 요리를 2가지씩 소개하고
쌀 문화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음식체험…양국의 쌀로 만든 대표음식(한국:
가래떡갈비, 가자미식해, 이탈리아: 아란치네, 리소토), △식재료전시…양국의 대표
쌀 품종, 버섯 등 제철식재료, 치즈 등 가공식품 전시

※ 한국: 이종국 한식푸드아티스트(104, 미슐랭1스타)
※ 이탈리아: 팔마 도노프리오(Palma D’Onofrio)셰프(소믈리에르, <SOS CUOC@>저자)
◈ 축산 동향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1.20./11.21.)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1.21.]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1.21일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에서 1건이 추가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26건): 파주 6건, 연천 8건, 철원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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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 합동 매몰지 등 긴급 점검, 2019.11.20.] 관계부처 합동
점검팀이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

※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

-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조치※

※ 다만,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

❍ [농식품부, 휴대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3건) 추가 확인,
2019.11.21.]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 족발 2kg), 중국
(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명, 소시지 2건 2.5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
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

※ (2018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 (2019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22건(소시지 15,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육포 1, 족발 1)
※※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2019년
11월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11.6일) 및 한국인(11.9일)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

❍ [정부, 파주~철원 간 광역울타리 완공에 따라 울타리 내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 2019.11.21.] 정부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파주~철원 간 총연장 약 200㎞의 1단계 광역울타리를
완공함에 따라 2019.11.25일부터 그간 총기포획을 제한했던 접경지역 시·군 지역※
에서의 총기포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 광역울타리 이북에 위치하는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일부 지역

- (향후 계획) 2단계로 추진되는 강원동북부 구간(화천~고성 간 약 115km)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19.11월 말 착공할 계획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1.22.)❙
구분
1
2
3
4
5

신고
2019.10.02.
2019.10.11.
2019.10.11.
2019.10.12.
2019.10.12.

확진
2019.10.03.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2.

시도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시군구
연천
연천
철원
철원
철원

주소
신서면 도밀리 944
왕징면 강서리 986
원남면 진현리 115
원남면 진현리 25
원남면 진현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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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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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비고
6 2019.10.14. 2019.10.15. 경기
연천 장남면 판부리 150-2 양성 민통선 외(약 300m)
7 2019.10.15. 2019.10.16.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산157
양성
민통선 내
8 2019.10.16. 2019.10.17.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1106
양성
민통선 내
9 2019.10.16. 2019.10.17.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1066
양성
민통선 내
10 2019.10.19. 2019.10.20.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615
양성 민통선 외(약 1.6Km)
11 2019.10.20. 2019.10.21.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652-1 양성
민통선 내
12 2019.10.19. 2019.10.21.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4
양성
민통선 내
13 2019.10.23. 2019.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민통선 내
14 2019.10.23. 2019.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민통선 내
15 2019.10.24. 2019.10.25.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7
양성
민통선 내
16 2019.10.27. 2019.10.28.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361
양성 민통선 외(약 2.2km)
17 2019.10.29. 2019.10.30.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398
양성
민통선 내
18 2019.10.29. 2019.10.30.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46
양성
민통선 내
19 2019.10.31. 2019.11.0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849
양성 민통선 외(약 1.5km)
20 2019.11.01. 2019.11.0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9
양성
민통선 내
2019.11.06.
2019.11.07.
원남면
죽대리
167
21
강원
철원
양성
민통선 내
22 2119.11.06. 2019.11.07.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240
양성
민통선 내
23 2119.11.06. 2119.11.08.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13
양성
민통선 내
24 2119.11.12. 2119.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민통선 내
25 2119.11.12. 2119.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민통선 내
26 2019.11.20. 2019.11.21.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62
양성
민통선 내
비고의 민통선 외 거리는 민통선 위치정보에 라 재산정하여 기재함(2019.11.21.).

※

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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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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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8./11.19./11.20./11.22.)

❍ [농식품부, 경북 경주시(형산강)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 확인,
2019.11.19.] 경상북도 경주시(형산강)에서 2019.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19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으로 확인
❍ [농식품부,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20.]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2019.1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20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8대 취약대상 방역관리 강화, 2019.11.22.]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
보다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

※ 2019.11월 겨울철새 서식 규모는 전월보다 15% 증가한 705천 수이며, 대만･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 8대 취약대상: ① 철새도래지(96개소), ②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③ 거래
상인(계류장 239개소), ④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⑤ 밀집단지(10개소), ⑥ 소규모
농가(2123호), ⑦ 고령농가(156호), ⑧ 가든형식당(425개소)

- (주요 내용)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미비점은 지속 보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축산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진입 금지, 우회 통행, ▴사료･분뇨･계란･왕겨
운송 차량은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부득이하게 출입 시 농장 전용 차량 이용,
3단계 소독(축산시설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 입구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
❍ [농식품부,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2019.11.18.]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20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

※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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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
할 계획

※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2019.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 무(無)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 무(無)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 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 농가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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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이슈 브리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6호, 2019.11.2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우리나라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소세가 점점
가속화되어 총부양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1960년 1,370만 명이던 우리나라의 생산연령(15~64세)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8년에는 2,966만 명으로 1990년(2,97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1970년(1,75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7년
에는 45.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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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및 비중 전망(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인구(A)
5,136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생산연령 인구(B)
3,757
3,736
3,395
2,865
2,449
2,058
1,784
비중(B/A)
(73.2)
(72.1)
(65.4)
(56.3)
(51.3)
(48.0)
(45.4)
주: 생산연 인구, 총인구 전 등은 중위 수준의 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조합으로 전 한 결과임.
자 : 통계청 「장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 (
://
. )

료

령

망

래

출

순
털 https kosis kr

망

❍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경제활동 인구(25~49세)가 생산
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C/A)은 2017년 51.9%에서 2067년 46.1%로 감소하는
반면, 50~64세 인구 비중(D/A)은 2017년 30.8%에서 2067년 39.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30년 1,298만 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에는 1,8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8%에서 2067년에는
46.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및 전망(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생산연령인구(A)
15-24세(B)
구성비(B/A)
25-49세(C)
구성비(C/A)
50-64세(D)
구성비(D/A)

3,757
651
(17.3)
1,950
(51.9)
1,156
(30.8)

3,736
583
(15.6)
1,913
(51.2)
1,240
(33.2)

3,395
449
(13.2)
1,690
(49.8)
1,255
(37.0)

2,865
324
(11.3)
1,429
(49.9)
1,113
(38.8)

2,449
341
(13.9)
1,053
(43.0)
1,055
(43.1)

2,058
293
(14.3)
917
(44.6)
847
(41.2)

1,784
258
(14.5)
823
(46.1)
703
(39.4)

출
래

순

망

주: 중위 수준의 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조합으로 전 한 결과임.
자 : 통계청 「장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 (

료

털 https://kosis.kr)

❙고령인구 및 비중 전망(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A)
5,136
5,178
5,193
5,086
4,774
고령인구(B)
707
813
1,298
1,722
1,901
비중(B/A)
(13.8)
(15.7)
(25.0)
(33.9)
(39.8)
주: 중위 수준의 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조합으로 전 한 결과임.
자 : 통계청 「장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 (
://

료

출
래

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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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2067

4,284
1,881
(43.9)

3,929
1,827
(46.5)

털 https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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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부양비는 1960년 82.6명에서 2017년 36.7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40년에는 2020년
(38.6명)의 2배 수준인 77.5명,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2017년 17.9명 수준인 유소년 부양비는 2067년에도 17.8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017년 18.8명 수준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매우 크게 증가할 전망임.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령인구 등의 부양비 추이 및 전망❙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및 유소년 부양비 전망(단위: 생산연령인구 백 명당)❙
구분

2017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36.7
38.6
53.0
77.5
95.0
유소년 부양비
17.9
16.9
14.7
17.4
17.4
노년 부양비
18.8
21.7
38.2
60.1
77.6
주: 중위 수준의 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조합으로 전 한 결과임.
자 : 통계청 「장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3월), 국가통계포 (
://

료

출
래

순

망

2060

2067

108.2
16.7
91.4

120.2
17.8
102.4

털 https kosis.kr)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1970년 1백만
7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990년 65만 명, 2010년 47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 특히 2017년부터는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32만
7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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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80년 2.82명, 1990년에는 1.57명, 1998년(1.46명)부터는 1.5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고, 2018년
(0.98명)에는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1970~2018)❙

<시사점>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력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뿐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 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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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ural Businesses
That Receive USDA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 Less Likely To
Fail(2019.9.3.)”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농산업체의 경영성과는 시의적절한 자본조달에 달려있으며, USDA는 기업/
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을 통해
소규모 농산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예산은 2017년에 8억 9,2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USDA가
운용하는 대출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
-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농산업체 사업 확장과 안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임.
❍ 농업경제연구소는 1990-2013년 농산업체 중 기업/산업 보증대출 여부에 따른 존속률을
추정하였음.
- 존속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체 위치, 업종, 직원 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음.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산업체보다 약 12명을 더 고용
했으며, 평균 6년 더 존속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과 농산업체 존속률의 관계는 대출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임.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2년 후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90% 작음. 이는 1,000개의 대출수혜 농산업체 중 약 0.3개 만이
실패함을 의미함. 반면, 1,000개의 대출 미수혜 비교집단은 3개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4년 후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79% 작았으며, 6년 후에는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72%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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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경과 시간에 따른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의 실패위험 감소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Assessing the future structure of direct paym
ents and the rural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light of the EU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2018.1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 제출한 공동농업정책(Post
2020 CAP) 개혁안(직접지불제, 농촌개발)을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
❍ [직접지불제] 유럽연합의 소득지원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새로운 개혁안에서도 현재와 동일한 (면적 기준의) 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음.
❍ 현재보다 조건성(conditionality) 기준을 높임으로써 기후·환경·생물 다양성·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였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수립한 환경계획(eco-scheme)에
농업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개혁안에서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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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선 적용에 노동비용 공제) 대농이 직불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상한선
적용 시 유급 근로자의 급여와 암묵적 노동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으로 인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정성 훼손) 회원국별로 농업인 의무 수준이 다를 수 있고, 환경계획에
참여한 농업인에(노력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연계지원
(생산과 연계된 소득지원)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연계지원은 특정 품목 생산과 소득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연계지원 시에 지원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지원받는
농업인 비율을 제한할 필요 있음.
- (가이드라인 미비)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음.
❍ [농촌개발] 농촌개발정책 관련 주요 변화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
있음. 즉, 현재는 의무준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나, 개혁안에서는 성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전과 같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세한 자격조건들을 만족
시킬 필요가 없음. 이를 제외하고 핵심적 원칙이나 범위에서 큰 변화는 없었음.
개혁안에서 농촌개발(제2축) 관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정성) 지역별로 이질적 생산환경과 규제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업 투자 지원) 농업 투자는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임. 따라서 CAP
예산의 일정 수준 이상이 농업 투자 지원에 투입되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원방식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WTO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 (위험관리) 현재 유럽연합의 민간 보험은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민간 보험과 공공 보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정한 경우(예: 질병 발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홍보를 통해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함.

※ 예를 들어, 다년생작물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의 경우 다수의 회원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없이는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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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혁신과 농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개혁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협
력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PO) 조직, 품질계획(quality scheme) 수립, 유럽혁신
파트너십(EIP), LEADER 프로그램※, 산림관리계획,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빌리지,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함.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 중복을 방지하여야 하며,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공공-민간-시민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으로, 농촌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음.
- (정보공유) 농가에 대한 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를 지원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개혁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전략적 계획에서 자문서비스가 농업
지식혁신체제(AKIS)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제시해야 함. 또한 유럽연합
혁신파트너십(EIP)을 통해 회원국 간에 농업 분야 연구 결과와 지식을 상호 교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식을 창출하는 단위인 운영그룹(OG)은 프로젝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EIP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食料自給率及び食料自給力の検証」(2019.11.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일본 식량자급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생활 변화에 따라 자급률이 높은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자급률이 낮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임.
❍ 2025년 목표 식량자급률은 48%, 사료자급률은 40%이며, 2018년도 식량자급률은
37%, 사료자급률은 25%임. 쌀, 닭고기, 달걀은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밀, 대두 등은 기후 영향으로 목표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음.
❍ 대두, 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용 쌀,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일, 서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또한, 경지이용률(총 재배면적÷농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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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두, 밀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쌀 감소분을 보전
하기에는 부족하며, 다양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농지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주요 농업인의 농지집약률 증가세도 둔화하는 경향을 보임. 농지 규모화·
단지화를 가속하여 주요 농업인이 더욱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함.
❍ 밀·대두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습해(토양수분 과잉으로 인한 피해)나 연작
피해 등에 의해 단위 수확량이 부진한 상황임. 지역에 따라 논을 중심으로 한
윤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맞는 배수대책이 필요함.
❍ 과일 및 채소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과 수확량이 안정적인 복합환경제어형 시설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생산자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안정적
공급이 힘든 상황임.
- 채소는 가공·외식용을 중심으로 정시, 정량, 정품질, 정가격으로 공급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육종개발, 생산안정기술 노동력 감소 재배 기술 확립 및 보급과
광역연계, 스톡 포인트※(stock point) 정비 등 일괄된 대응이 필요함.

※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에 합리적인 배송을 위해 설립된 유통 중계기지

❍ 축산물은 모든 품목에서 전망치보다 소비량이 많음. 닭고기와 달걀은 이미 2025년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유, 소고기, 돼지고기는 생산목표에 이르지 못했음.
- 향후 해외수요를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생산기반
강화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첨단기술 보급·정착, 농업인과 외부 지원
조직 역할분담 및 연계, 국산 사료 이용, 가축 배설물 이용 촉진 등이 필요함.
❍ 재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으로 감자, 사탕무 등 중노동 작물
재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수확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과일·채소는
임시고용 노동 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음. 생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의 빠른 보급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이 필요함.
❍ 인구감소로 국내 수요가 축소되어 향후 해외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수요의 잉여분을 수출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수출을 지향한 산지·유통가공체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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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2020 CES 5가지 신기술 트렌드 전망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한 축산단체 대국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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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ES 5가지 신기술 트렌드 전망
❍ 코트라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이
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0에서는 △디지털 치료
(Digital therapeutics), △차세대 교통수단(Flying Cars), △식품의 미래(The Future
of Food), △안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로봇의 발전(Robots) 등 5가지
신기술 트렌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주목할 5가지 기술 트렌드(5 Technology
Trends to Watch 2020)’ 보고서

-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는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공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치유 과정을
경험하는 디지털 치료법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
- (차세대 교통수단) 헬리콥터와 드론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수직이착륙 공중차량을
활용한 비행 택시 사업이 급성장하는 등 미래 교통수단도 주목할 분야라고 전해
- (식품의 미래) △식물 기반의 각종 대체육 제품, △곤충 단백질과 같은 지속가능

식품,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음식, △개개인의 유전자 구조와 필요 영양소를
고려한 맞춤형 음식 등이 소개될 것이라고 전망
- (안면인식 기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연령·성별은 물론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이나 이를 탑재한 초인종, 소비자 특성을 분석하는
안면인식 플랫폼 등도 지난해(2018년)에 이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
- (로봇의 발전)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용 로봇, 원격 수업 등을 하는 교육용
로봇, 각종 매장이나 공항·호텔·병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리테일용
로봇 등도 2020년 CES의 관전 포인트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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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자료: “미리보는 CES 2020…디지털 치료·미래 교통수단 ‘주목’”(SBS CNBC,
2019.11.21.), “내년 CES에서 디지털 치료·차세대 교통수단 주목”(YTN,
2019.11.21.), “내년 5대 IT 트렌드는?…디지털치료·미래식품·안면인식 기술”
(동아사이언스, 2019.11.21.), “내년 5대 IT 트렌드는?…디지털치료·미래식품·
안면인식 기술”(연합뉴스, 2019.11.21.), “디지털치료·플라잉카·미래식품·안면
인식·로봇…IT 5대 트렌드”(헤럴드경제, 2019.11.21.)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한 축산단체 대국민 약속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축산단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관련 보도로 축산업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19일 농식품부와 각 도청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해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
- 축산단체들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철저한 질병방역,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다짐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축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축산단체의 자정 노력과 개혁 의지를 대외에 표명
- “가축분뇨 무단 배출, 소독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해
나갈 것”이며,
- “동물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사 내·외부 주기적 소독, 그물망·방충망 설치 점검 등 질병 방역에 주력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고,
- 특히 그간 지적됐던 축사 시설 위생과 관련해선 “암모니아 등 축산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 주변을 정돈하고 미생물 제제 사용과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자료: “축산단체, “축산업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변하겠습니다””(KBS, 2019.11.18.),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탈바꿈”…축산단체 대국민 약속”(NEWSIS,
2019.11.19.), “축단협, 지속가능축산 대국민약속”(내일신문, 2019.11.19.),
“국민에 신뢰받는 축산으로 거듭날 것 ‘대국민 결의대회’ 개최”(농수축산
신문, 2019.11.19.), “축산농가 “국민 신뢰회복” 대국민 약속”(한국농어민
신문, 2019.11.19.), “축산업계 “철저한 질병방역과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에
각고의 노력””(세계일보, 2019.11.20.), “기본 위 바로선 축산…국민 신뢰
회복”(축산신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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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통계·조사 2019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8.11.22.)

고추 생산량조사 결과
❍ [2019년 고추 생산량] 7만 8,437천 톤, 전년(7만 1,509톤) 대비 6,928톤(9.7%)↑※

※ (원인)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

❍ [2019년 고추 재배면적] 3만 1,644ha, 전년(2만 8,824ha) 대비 2,820ha(9.8%)↑※
(원인) 해 이 기(1～5월)까지 건고추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라 재 면적 증가
건고추 이 기(1～5월) 평 가격(한국농수산 품유통공사, 도 , 화건(상품) 1 ):
(2017) 9,381원 (2018) 19,324원 (2019) 19,409원

※
※

올 식
식
→

균

→

따 배
매

식

kg

❍ [2019년 고추 10a당 생산량] 248kg, 전년과 유사※한 수준
(원인) 생 상 이 전년과 비 하여 10 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

육황

슷

a

큰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 유지

❍ [시도별] 경북(1만 8,786톤, 전국 생산량의 24.0% 차지) ＞ 전북 1만 2,655톤(16.1%)
＞ 전남 1만 1,413톤(14.6%) ＞ 충북 7,892톤(10.1%) 순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85,068
36,120
236

97,697
34,514
283

85,459
32,181
266

55,714
28,337
197

71,509
28,824
248

78,437
31,644
248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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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7
9.8
0.0

⎗ 통계·조사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 [2019년 참깨 생산량] 1만 2,986톤, 전년(1만 2,727톤) 대비 259톤(2.0%)↑※
(원인) 재 면적 증가(1.6%)와 10 당 생산량 증가(1.2%)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상

※

배

a

승

❍ [2019년 참깨 재배면적] 2만 5,159ha, 전년(2만 4,760ha) 대비 399ha(1.6%)↑※
(원인) 전년은
종기 가격 하 으로 재 면적이
으로 감소 으나, 금년에는
가격은 보합 수준이나 기저효과 등에
재 면적은 증가
종기(3～5월) 평 가격(한국농수산 품유통공사, 도 , 색(상품), 1 ): (2017)
17,300원 (2018) 16,594원 (2019) 16,575원

※
※ 참깨 파

참깨 파

락

균

→

→

배
따른 배
식

큰폭
했
매백
kg

❍ [2019년 참깨 10a당 생산량] 52kg, 전년(51kg) 대비 1kg(1.2%)↑※
(원인) 생 초기 적정 강수량과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호하여 생산량 증가
강수량(6월): (2018) 132.1
(2019) 141.0
/ 일조시간(6월): (2018) 219.5
229.0

※
※

육

mm →

hr

mm

양

hr → (2019)

❍ [시도별] 경북(2,700톤, 전국 생산량의 20.8% 차지) ＞ 전남 2,625톤(20.2%) ＞ 전북
1,639톤(12.6%) ＞ 경남 1,361톤(10.5%) 순
❙연도별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2014

2015

2016

2017

2018

12,158
28,370
43

11,678
25,139
46

13,575
27,170
50

14,258
29,682
48

12,727
24,760
51

❙연도별 참깨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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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년 대비(%)
12,986
2.0
25,159
1.6
52
1.2

⎗ 통계·조사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2019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13만 9,676톤, 전년(9만 1,811톤) 대비 4만 7,865톤(52.1%)↑※
(원인) 재 면적 증가(11.0%)와 10 당 생산량의 증가(37.0%)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상

※

배

a

승

❍ [2019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3,844ha, 전년(3,462ha) 대비 382ha(11.0%)↑※
(원인) 전년도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재 면적 증가
연도별 감자 가격(한국농수산 품유통공사, 도 , 수미(상품), 1 ): (2016) 1,402원
(2017) 1,920원 (2018) 2,609원

※
※

배

식

→

매

kg

→

❍ [2019년 고랭지감자 10a당 생산량] 3,634kg, 전년(2,652kg) 대비 982kg(37.0%)↑※
(원인) 가 및
등으로
이 부진
전년보 한해(
) 등 해 감소로
반등에
생산량 증가
해발생 비율(전국): (2017) 46.5% (2018) 47.6% (2019) 25.0%
강수량(
기, 7월 중 ～8월 중 평 ): (2017) 232.2
(2018) 37.8
(2019) 250.9

※
뭄 폭염
작황 했던 다 旱害 피
따른
※피
→
→
※
폭염
순
순 균
mm →
mm →
mm

❍ [시도별] 강원(138,378톤, 전국 생산량의 99.1% 차지) ＞ 경북(1,298톤, 0.9%) 순
❙연도별 고랭지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생산량(톤)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108,500
2,975
3,647

131,867
3,403
3,875

121,927
3,579
3,407

2017

2018

98,895
3,244
3,048

91,811
3,462
2,652

전년 대비(%)
139,676
52.1
3,844
11.0
3,634
37.0

❙연도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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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2018년 주택소유통계
자료 : 통계청(2019.11.19.)

❍ [통계청, 2018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2019.11.19.] 주택소유자, 주택소유 및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성·연령·거주지역, 가구의 가구원수·세대구성별 현황 등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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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