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48
2019. 12. 2.
▮정책동향
•
•
•
•
•
•
•
•
•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주요 동향
새만금사업 2020년부터 성과 가시화
관광두레, 청년층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최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조성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개최
한-캄보디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2020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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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1 ❙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과제
이슈 브리프 2 ❙ 2020년 유럽 식품 트렌드 TOP 7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방향
언론 동향 ❙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요 내용

▮통계·조사
• 2020년 외식 트렌드 전망
• 2019년 사회조사 결과
• WMO, 2018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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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환경부 등 15개 부처)(2019.11.26.)

개요
❍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19.11.26.] 2019.12.1일부터 2020.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

※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주요 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2020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020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

※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

-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
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
-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2019년 12월까지 구축하고 2020년 1월부터 신청
-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

※ 신창현 의원 발의안(2019.8.23.), 강병원 의원 발의안(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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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2019.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일)도 개최

※ 2019.11.21∼22일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 (대상기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

※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2019년)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2019.11.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 명이 활동 중

※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2019.11.15. 기(旣) 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3∼6일 예정)

- 2019년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2020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 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

※ 2020년 수요조사 결과(2019.8～9월), 17개 시･도에서 1,020여 명 신청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동안(2019.11월~2020.5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 이미 2019년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

- 2019년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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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2019년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 개요(안): 2019.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 체결>

① (대상)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
② (협약내용)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TMS 정보 시범공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이를 위해 2019년 10월 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
-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
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
-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19.12.1.~2.29.)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통상
자원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

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

※ (2019.11.20., 대전) 축산분야, (2019.12.3., 대전) 농기계, (12.5., 대전) 농촌지역 소각,
(12.2., 세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 2019년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 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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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
❍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
(2019.11.26일 기준)이며, 2019년 말까지 27만 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 목표
-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
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 시·도 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2019.11.4.~22.)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
❍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 명(저소득층 234만 명,
옥외근로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
- 2019년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천 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
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

※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 고농도 시기 4개월(2019.12.～2020.3.)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45,817)로, 2017.
1～12월 간 이루어진 연간 점검률 5.7%(2,443/42,487) 대비 대폭 상향

- 일선 지자체(환경부·보건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
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2019년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
(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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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
-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

※ (낮음) PM2.5 농도 35㎍/㎥ 이하, (높음) PM2.5 농도 35㎍/㎥ 초과
-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

※ 19개 권역: 15개 시･도 + 경기 남부/북부 + 강원 영서/영동
※※ 6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수송반, 보호반, 지자체반 등 5개 대책
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
❍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이 2019년 12월
초부터 본격 운영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을 대비하여 「특별대책」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고농도 대응을 위해 상황실 구성･운영하며, 겨울철 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농도 발생 시에는 상황관리 및 단계별 저감조치 시행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
조치 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점검팀을 지원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 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 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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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주요 동향
자료 : 청와대(2019.11.23./11.24./11.25./11.26./11.27.)·외교부(2019.11.25.)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2019.11.25.~11.27.,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회담,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 국민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
의장 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

※ 2017년 11월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정책 비전을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이후 2018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성사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 발표
※※※ 한-메콩 정상회의: 3P 분야별 협력 방안과 주요 성과, 그리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

- (공동 비전성명) 1989년 대화 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
- (한강-메콩강 선언)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 (상생번영) ① FTA 네트워크의 확대, ② 제조업, ③ 첨단산업, ④ 과학기술, ⑤ 기업 지원, ⑥ 스마트
시티 등 연계성, ⑦ 항만, ⑧ 농업, ⑨ 해양수산, ⑩ 금융, ⑪ 소비재, 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인적·문화 교류 확대) ① 비자제도를 개선, ② 항공자유화, ③ 문화관광 교류, ④ 다문화 가족,
⑤ 장학사업, ⑥ 한국어 교육, ⑦ 직업교육(TVET 등), ⑧ 공공행정, ⑨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
◈ (평화·안보 분야)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② 국방·방산, ③ 전통·
비전통 안보, ④ 사이버 보안, ⑤ 재난, ⑥ 불발탄 및 지뢰 제거, ⑦ 해양 쓰레기, ⑧ 환경, ⑨ 산림,
⑩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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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섹션, 2019.11.26.]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 1에서 중간 발언을 통해 “새로운 30년, 우리는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사람 중심의 포용, 혁신, 무역, 평화
공동체’를 향한 여정에 아세안과 동행하고자 한다”고 언급
-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 공동체를 구축
◈ “‘사람이 먼저’라는 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공동체 구축’이라는 아세안의 지향점과 같습니다.”
◈ “한-아세안 국민들이 서로 더 쉽게 만나고,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를
포함해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두 배 이상 늘려 미래 인재양성에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한국 드라마, k팝이 아세안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찬란한 아세안의 문화가 한국에 널리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 둘째,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를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이 자라날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
-아세안이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나는 아세안의 혁신역량을 보았습니다. 그랩, 트래블로카 등 아세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 “오늘 특별정상회의 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가
연이어 열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R&D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도 필수입니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함께 이끌길 기대합니다.”
◈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2022년까지 ODA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세안 5개국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평가합니다.”

- 셋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공동체를 구축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한 대로,
내년도(2020년) 최종 서명으로 역내 ‘무역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양자 차원에서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어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FTA 추진으로 무역 공동체 구축에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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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
◈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아세안의 대륙 진출이 쉬워지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아세안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드리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도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양자회의’뿐 아니라, ‘아세안+3 정상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2019.11.23.] 문재인 대통령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2019.11.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 번영과 우호 증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제3국에도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
❍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개최, 2019.11.24.]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2019.11.24일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양국의 LNG 협력은
가스전 개발과 판매, 공동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양국 간 ‘ICT 협력 MOU’, ‘전자정부 협력
MOU’,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을 환영
❍ [한-태국 정상회담 개최, 2019.11.25.]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의 쁘라윳 총리는
2019.11.25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자
및 인프라, 물 관리,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 2019.11.25.]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2019.11.25일 정상회담을 가져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방산, 환경,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
❍ [한-필리핀 정상회담 개최, 2019.11.26.] 문재인 대통령은 2019.11.26일 필리핀 두테
르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2018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필리핀 최대
방문 국민인 점을 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

- 8 -

⎗ 정책동향

❍ [한-미얀마 정상회담 개최, 2019.11.26.] 문재인 대통령은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고문과 2019.11.26일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곤 달라 지역
신도시 개발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조치가 잘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
❍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2019.11.26.] 문재인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와 2019.11.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간 연계성 증진
및 인적 역량 강화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불발탄 제거 1차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
❍ [한-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2019.11.27.]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Nguyen Xuan Phuc) 총리와 2019.11.27일 정상회담 가져 양국 관계의 역동적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협력 기반 보강,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에서의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개최, 2019.11.28.] 문재인 대통령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Tun Dr.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와 2019.11.28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
❍ [CEO 서밋(2019.11.25.) 및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2019.11.25.~26.) 개최] △CEO
서밋…한-아세안의 정상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0년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협력 방향을 논의,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인베스트 아세안,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으로 구성

※ 전시관은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스마트라이프 4개의 테마관
으로 구성

❍ [한국, 동남아 중점협력국과 신남방 ODA 추진 합의, 2019.11.2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2019.11.25일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행사
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ODA 전략
구체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

※ 캄보디아 찌응 얀나라 개발위원회 장관, 라오스 살름싸이 꼼마싯 외교장관, 미얀마
쪼 틴 국제협력부 장관, 필리핀 어네스토 페르니아 국가경제개발청, 베트남 응우웬
찌 중 기획투자부 장관이 각국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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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신남방※ ODA 전략 5대 프로그램으로 ①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③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④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상호 간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 2022년
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2019.11.4.)
- (평가) 개발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ODA 사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3P를 실현함으로써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격상을 위한
실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2019년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 원 견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7.)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4분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19.11.20.~21.]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 원(국비 649, 지방비 218)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4분기를 포함한 2019년 보조금 지원결정 규모는 71개 기업, 총 2,722억 원(국비 2,101,
지방비 621),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4,588억 원,
일자리 3,350개※※가 새로 창출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① 지방 신증설, ② 수도권 기업의 지 방이전, ③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등지방에투자하는기업에설비는최대34%, 입지는최대50%까지지원하는제도
※※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요>

◈ (추진 경위) 균특법 제정과 함께 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증설 투자(2011년), 국내복귀기업(2012년), 개성공단
입주기업(2014년) 등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
※ (관련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지원내용) 지방투자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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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① 산업위기
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② 자동차 소재·부품 및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① 군산시, 거제시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2019년부터 본격화

※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 및 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 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이 2018년 4건(보조금 142억 원)에서 2019년 12건(보조금
89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투자규모는 4,139억 원, 신규 일자리는 1,399명
으로 크게 증가할 계획
❍ ② 올해 총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 (전기차 분야) 6개 기업이 전기차 완제품,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군산시, 양산시 등에 2,91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 원)
착수
- (특수차량 및 부품생산 분야)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 캠핑카 등 특수차량
제작, 알루미늄 등 경량 자동차 부품생산 등을 위해 3,722억 원을 투자(보조금
478억 원)
❍ ③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에 따른 간편식품, 국내외 선호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김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10개 기업이 1,881억 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에 착수
❍ [추진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신규 지방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60억 원 → 100억 원),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보조금 지원 수준을 높인 바 있으며(2018.5.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5.1.)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2019.11.1.)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기존) 10명이상고용시1～5%p →(개정) 15명이상고용시2～10%이내보조금추가지급
※※ (입지보조금) 30% → 50%, (설비보조금) 14% → 34%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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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2020년부터 성과 가시화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11.27.)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2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2019.11.27.]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2019.7.15.~20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
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

주요 내용
♣ 새만금사업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
으로 추진하고,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구축
-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 새만금 기본계획상 1단계(2011~2020)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
♣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계획
- 수변도시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호텔, MICE 등 앵커기능을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기능 적용, 수로·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중심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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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2020년 12월까지 착공하고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
❍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관광케이
블카 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
-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완료(2019.10.)했으며,
2019.12월부터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1·3구역 발전소를 2020년 말에
착공하고 2022년 초에 준공하여 전력생산을 시작할 계획
- 군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
♣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
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
-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신항만은 초기 2선석 건립에 재정을 투입
하기로 확정
-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임대용지를 조성했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2019년 한 해에만 1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
❍ 2020년에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
- 신시도에 60실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완공되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게 되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서 20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
-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남북도로 1단계를 개통하고, 잼버리부지 매립을
완료하며, 태양광 200MW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
- 세계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될 해안형 수목원은 착공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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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두레, 청년층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1.2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성과발표회
및 해단식 개최, 2019.11.26.] ‘2019년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10팀(44명)은 강원
춘천, 경기 시흥 등, 해당 지역의 주민사업체와 각각 연결되어 지난 5개월간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
<관광두레 주요 내용>
◈ (관광두레)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
-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51개 지역, 204개 주민사업체, 주민 1,400여 명이 참여
◈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2015년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두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

팀 명칭
관광술래

관광자매

둘러
라라랜드
로컬라이트
선물
연천
포레스트
원주원츄
호벤져스

흥깨비

❙2019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참가 팀❙
방문
소속
주민사업체
활동 주제
지역
- 브로슈어, 활동워크북 제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
주식회사 행호유람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지식콘텐츠학부 등 고양
(체험, 기념품)
- 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구 명품옻골1616혐동조합 - 옻골마을 리플릿 제작
가족주거학과,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동구
(식음)
자동차기계공학과
강원대학교
강원 주식회사예술밭사이로 -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 인터뷰 영상 제작
관광경영학과
춘천
(기념품, 체험)
- 스토리브로셔 제작
남서울대학교
충남 오서산상담마을영농조합 - BI 기획 및 제작
호텔경영학과
홍성
법인(식음)
- 쉼터 식음료 개발 및 내부 인테리어 제안
강남대학교
- 랜드마크 일러스트 디자인
경북
주식회사엘오알오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
- 관광지 및 특산품 패턴 디자인
문경
(기념품)
학과
- 슬로건 제안
배재대학교
충남
추사문화협동조합
- 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산
(식음, 체험)
신한대학교
경기 연천캠핑장협동조합 - 홍보·마케팅 전략 제안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연천
(체험, 숙박)
- 캠핑장 리플릿 제작
연세대학교
강원
원주라이프체험
- 타깃 고객별 생태 관광 프로그램 기획 제안
역사문화학과
원주
(체험)
- 생태 체험 대백과 제작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 크래프트유니온협동조합 -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방안 제안
호텔경영학과,
속초
(식음)
정보통신공학과
용인대학교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문화콘텐츠학과,
경기 시흥홈스테이협동조합 - 홍보·마케팅 전략 제안
기톨릭대학교
시흥
(숙박, 체험)
- 관광 기념품 시안 제작
문화콘텐츠전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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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동향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7.)

❍ [산업통상자원부,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최, 2019.11.27.~29.,
서울]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역내경제협력 논의 가속화

※ (한국 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 카가와 타케히로(香川 剛廣)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

한-베트남 간담회 개최, 산업공동위 합의의사록 및
FTA공동위 공동선언문 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 간담회※ 개최, 2019.11.2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에서 2019.11.26일
베트남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협력국장, FTA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 (베트남 측)
산업무역부장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 국장, 내수시장국 국장 등 참석

❍ [산업공동위 합의의사록 및 FTA 공동위 공동선언문 서명※, 2019.11.26.] 간담회에 앞서,
지난 2019.10월에 개최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의사록과
제3차 FTA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승인하고, 서명

※※ 9차 한-베 산업공동위: 2019.10.22., 서울 개최, 국장급 3개 분과위(산업기술, 무역,
에너지) 결과 보고 및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등 합의 의사록 채택
※※ 3차 한-베 FTA공동위: 2019.10.25., 서울 개최, 무역구제, 관세, SPS 등 FTA 산하
이행위 결과 보고 등 공동선언문 채택

❍ [베트남 유통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MOU 체결, 2019.11.26.] 합의
의사록과 공동선언문 서명에 이어서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유통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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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유통산업 인력양성 지원, △영세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교육,
△영세상인 점포정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한-베 양국 간 유통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국내 유통기업의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지역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필리핀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5.)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2019.11.25.]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019.11.25일 부산에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

※ 정식명칭: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
리핀 공화국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 지난 6월 통상장관 간 한-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그간 협상에서의 조기
성과를 확인하는 것임.

- (평가)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
하고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
- (주요 내용) 양측은 상호 관심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한 바, △필리핀 측…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
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한국 측…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 (향후 계획)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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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25.)

❍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2019.11.25.]
2019.11.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

- (의의)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 △상품 시장접근 개선…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협력 강화…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 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2018년)
※※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 → 한-인니 CEPA 93%
< 양측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
➊ (인도네시아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
(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➋ (한국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 인니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

- (향후 계획)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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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조성
자료 : 농촌진흥청(2019.11.25.)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조성, 2019.11.25.] 2020년까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 교육장※※(이하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전체 70곳으로 확대할 계획

※ 스마트농업: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기술
※ 스마트농업 교육장: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
원예 작물의 시험 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환경과 생육(자람새)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

- (향후 계획) △스마트농업 교육장과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지역별 특산작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정립, 보급 확대, △‘스마트
농업 전문지도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지도도
강화할 계획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조성 현황 및 계획❙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계(70)

7

7

8

5

7

10

7

5

4

2020
(28)

용인
김포
이천

홍천
영월

옥천
진천
음성

아산
공주

익산
정읍
부안

광양
곡성
함평
신안

영주
영천
예천
울진

밀양

동부

2019
(28)

안성
포천

김제

나주

진안
장수

고흥

10
기장
인천
옹진
광주
세종
서울
달성
강화
대전
울산

2018
(14)

화성

삼척

파주

철원

강릉

횡성
원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청양
예산

보성

상주
의성

의령

산청

담양
청주

홍성

남원

※ (2020)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14개소(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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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영광

청송

제주

거창

거제

서귀포
서부

⎗ 정책동향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5.)

❍ [농식품부,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 2019.11.25.]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019.11.25일부터 시행
- (추진 배경)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개정
- (개정 이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용 곤충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의 사육기준 대상을 확대(식용 곤충 → 식용·사료용 곤충)
- (주요 개정 내용) △사료용 곤충도 식용 곤충과 같은 수준으로 사육 시설·관리기준과
사육일지 기록 근거 마련, △환경정화용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수 없도록
제한
<개정내용>
가. 사육기준 고시 대상을 식용 곤충에서 곤충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나. 사료용 곤충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사육 시설·관리, 먹이, 출하관리 기준 대상을 식용 곤충에서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으로 변경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사육시설 기준, 사육일지 기록 관리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 (현행) 식용 곤충 → (개정안)
식용 곤충, 사료용 곤충
- 환경정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환경정화’는 환경 오염을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환경정화용 곤충은 오염물인 가축분뇨를 제거하는 목적 이용에 합당
※※ 축산분뇨를 먹인 곤충의 경우 냄새, 위생·안전 문제 발생 및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
발전 저해 우려 → 환경정화 곤충 외에는 제한됨을 명확히 할 필요: (사)한국사료곤충협회 등
- 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관리 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 유충(애벌레) 기간: (동애등에) 부화 후 20일 이내 / (집파리) 부화 후 5일 이내
라.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재설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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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7.)

❍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 2019.11.28.~]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
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 2019.11.28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 가능, △상생기금으로 추진
하는 교육·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
까지 확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5.)

❍ [농식품부, 국내 최초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추진, 2019.11.26.] 2019.12.4일 국립농업
박물관 착공식을 개최
- (추진 배경)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농촌의 발전과정, 현재와 미래 모습 관련
전시·체험·교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
- (주요 내용) △구성…‘오래된 농업’만이 아닌 ‘살아있는 농업, 미래의 농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총사업비 1,550억 원
(공사비 834억 원, 토지보상비 716억 원)이 투입되어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포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사, 첨단농산업, 어린이 농촌체험,
귀농귀촌, 도시농업, 미래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

- (기대 효과) 놀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농촌과 도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함으로써 국립농업박물관이 농업농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관정에서 발생되는 생산 유발효과(1,573억 원)
및 고용유발효과(1,158명)도 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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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개최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9.11.28.)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2019.11.29.]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11.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완주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한국농촌사회
학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개최 배경) 산업정책, 지역정책, 사회·인권정책 등 다양한 견지에서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 제기
- (개최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정책적 해법을 모색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주요 내용>
◈ (주제발표 1) 엄진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현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
◈ (주제발표 2) 서리 박사(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는 같은 연구원의 이창원 박사와 함께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라는 표제로 국내·외 취업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외국인 취업에 대한 장기적 접근법을 제시
◈ (토론) 윤수종 교수(전남대, 한국농촌사회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김동규 계장(영양군청),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김동환 이장(고창군 반룡마을), 김일수
사무관(농식품부), 김규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대우 양상, 관련 법제의 보완 방향,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5.)

❍ [농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2019.11.27.] 2019년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 사업별 성과를 공유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위한 ‘농업인
성과 교류회’와 에너지 절감 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식품업체 온실가스
감축 연구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농업인, 농식품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경영비 절감,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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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5.)

❍ [농식품부, 한-캄보디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2019.11.25.] 농식품부는 캄보
디아 농림수산부와 지난 2012년 체결했다가 2017년 만료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2019.11.25일 부산에서 재체결
- (의의)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인 캄보디아와의
상생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 의미
- (주요 내용)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와 농업·농촌 발전 정책 공유 및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농업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 개발(국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가공･저장･유통
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29개국에 179개
기업 진출, 2018년 12월 기준) 중 캄보디아에 31개 기업 진출
※※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로 쌀가공시설(RPC) 구축(반테이민체이주), 쌀 건조저장
시설 구축(캄퐁참주), 농촌개발(캄폿주), 산림연구센터 설립(프놈펜), 영농훈련센터
건립(스와이링주) 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 (기대 효과) 이번에 수정된 양해각서에는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명시하여 앞으로 양국 간 농식품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 식품 동향

2020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9.)

❍ [농식품부, 2020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2019.11.29.]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9.11.18일부터 11.27일까지 5대 권역
합동 2020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

※ 이번 설명회는 처음으로 4개 기관이 함께 수도권(세종대), 강원권(강원대), 중부권(충남대),
경상권(경북대), 전라권(전남대)과 농업인･정부출연연구기관(대전)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800여 명 이상의 연구자·농업인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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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목적) 2020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현장 설명회를 통한 연구자·농업인의
이해도 제고 및 의견 수렴
- (주요 내용)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각 기관별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계획 소개,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유응모과제 확대, 장기·대형 사업
발굴, 융복합 연구지원 확대, 농업인 주관 과제 확대, 제출서류와 양식간소화 등
다양한 현장 의견도 수렴

※ ① 합동설명회, ② 공동수요조사, ③ 사업･과제 기획 공동실시, ④ 제도 정비 등
- (향후 계획)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제출서류와 양식 간소화 등은 바로 제도개선을
하고,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은 2020년 연구개발사업과 2021년 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
❍ [농식품부, 4개 기관 공동 2021년 기술수요조사 실시, 2019.11.29.] 2021년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기술수요조사※도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검역본부 공동으로 2019.11.29일
부터 2020.1.20일까지 실시

※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 농산업체,
연구자, 소비자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

- (개최 목적) 농림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발굴
- (주요 내용) △수요조사…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와
농식품 안전,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기계, 기자재 등 농업 및
농산업과 관련된 전 부분에 대해 조사, △기술수요조사서…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1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결과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11.27.)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2019.11.27.]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2019.11.11~11.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하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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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내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 (잔류농약, 대장균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
-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11.11일부터 11.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미확인

※ 검사 강화 대상: 가공식품 3품목(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농산물 7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 (향후 계획) 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축산 동향

2019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6.)

❍ [농식품부, 2019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2019.11.26.] 쇠고기 유통，
판매 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2019.12.1일
부터 개편 시행
- (개정 이유)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7.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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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소 사육기간: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
※※ 소비자 선호도: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2015, GS&J)
- (개정 내용) △육질…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육량…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 1++: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 → (변경) 15.6% 이상(7, 8, 9번)
※ 1+: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 → (변경) 12.3∼15.6%(6번)
※※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종) 적용 → (개선)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６종）적용
- (향후 계획)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면서, 소비자
수요와 쇠고기 산업 발전을 고려해 쇠고기 등급제도 지속 보완 추진
◈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
관리 시스템 도입(2020년 시범사업)
◈ 소비자 선호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체계·기준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중)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1.26./11.27./11.28./11.29.)
·환경부(2019.11.2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1.29.]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1.2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2건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32건): 파주 11건, 연천 8건, 철원 13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1.29.)❙
구분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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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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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강원
경기

시군구
연천
연천
철원
철원
철원
연천
철원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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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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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00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 정책동향
구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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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2019.11.26.
2019.11.26.
2019.11.26.
2019.11.27.
2019.11.28.
2019.11.28.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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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2019.11.27
2019.11.27
2019.11.27.
2019.11.28.
2019.11.29.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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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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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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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남면 진현리 262
원남면 진현리 80
군내면 정자리 255
진동면 동파리 372
군내면 정자리 93
군내면 정자리 206
군내면 정자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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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6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2.2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5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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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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휴대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2019.11.26.]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2명, 소시지 각 300g,
1.2kg)과 베트남(호치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2명, 육포 300g, 소시지
2.8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

※ (2018년 실적) 중국산 4건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 (2019년 실적) 중국산 24건(소시지 17,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돈육포 1, 피자
1, 족발 1), 베트남산 2건 ASF 유전자 검출(돈육포 1, 소시지 1)
※※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지난
2019년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2명)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2019.11.28.] ‘아프
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과 대응전략 모색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을 주제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 공동으로 2019.11.29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국내 발생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방안 등을 논의
- (개최 목적)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
- (주요 내용) △발제 1…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 △발제 2…유한상 서울대 교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
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 △발제 3…이우신 서울대 교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방안 등을 제시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 개최, 2019.11.28.]
그간의 ASF 방역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발생지역 양돈농가의 불안
심리 해소 및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2019.11.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를 개최

※ (참석) 4개 시·군(파주･김포･연천･철원) 양돈 농가와 한돈협회장, 해당 시･군 담당자와
경기도 부지사 등

- (주요 내용)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 재입식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주로 발생지역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

- 27 -

⎗ 정책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보상·지원) 살처분 이후 소득 보장방안 요구
- 농가의 재입식 후 수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가 부채의
정책자금 대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도 증액 등 금융지원
농가 및 - 재입식이 어려운 농가는 영업수익·건물 등 폐업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자체 • (재입식 절차) 지역·농장 위험평가 기준과 재입식 절차를 신속히 확정·안내하고, 사전에 기준 등 공개
주요 의견
• (살처분 정책) 향후 ASF가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범위·규모 등을 개선하고, 멧돼지 발생
시 살처분은 신중히 검토

• (철원군 농가) 사육돼지 미발생 지역임을 고려하여 조기 재입식과 정밀검사 완화 등 방역조치 일부 개선
• (지자체 의견) 살처분 매몰비용, 매몰지 발굴․복원 등에 국비 지원 확대
• 폐업지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살처분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등 현재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을
신속히 마무리
※ 가축전염병예방법(법사위 계류 중), 동법 시행령(12월 중 개정 완료)
현장 답변
주요 내용

- 멧돼지로 인해 ASF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살처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가전법 개정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 재입식 절차는 12월 초 지역·농장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하고, 살처분 정책도 현 상황이
진정된 후 평가하여 합리적 방안 마련
• 철원군은 완화된 재입식 절차를 적용하고,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
•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결과를 안내할 계획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6./11.27./11.28.)

❍ [농식품부, 경남 창녕(우포늪), 경북 김천(감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26.]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과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2019.11.19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26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
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경북 김천(감천), 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2019.11.27., 11.28.] 경상북도 김천시(감천), 경남 창녕군(장척저수지)에서 각각
2019.11.25일, 2019.11.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
검사 결과, 2019.11.27일, 11.28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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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과제
이슈 브리프 1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과제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9.11.26.)의
주요 발표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우리 농업은 그간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냈으나, 현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시장개방 압박, 기후변화 심화, 농가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 여력이 침체
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지역경제 침체, 청년인구 유출, 노동력 부족 등의 악순환
상태임.
- 한편, 세계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본 심포지엄은 EU, 대만, 일본의 선진 농업의 정책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 성장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심포지엄 1부에서는 농수산 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전환의 주제에 따라 2개의 발표,
심포지엄 2부 A분과에서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의 주제로 3개의
발표가 있었음.
<발표 내용>
1부_1. EU 농정개혁, 그 지향과 교훈
(발표자: Allan Buckwell, Imperial College London 명예교수)

❍ 영국의 농업정책은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CAP는 1959년 농산물 지원 정책으로 시작됨.
- 초기(1970-1990년) CAP는 농산품 구매제한, 수입규제, 수출규제를 통해 농산물의
역내 적정가격을 유지하였으나, 농산물 공급과잉, 예산부담, 해외시장으로의 덤핑,
불공정한 비례혜택 배분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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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맥쉐리 개혁안에 따라 CAP는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직불제를 확대하였으며,
쿼터제 및 농지휴경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2000년(아젠다2000)과 2004년 피슐러개혁안은 CAP를 시장지원정책 및 직불제기반
소득보전정책을 포함하는 Pillar1과 농촌개발정책에 관련된 Pillar2로 구분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의 정책 방향은 지속됨.
❍ CAP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Pillar1의 직불제인데, 2013년 기존의 생산연계방식의
직불제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는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였음.
- 기본 직불제소득 유지 하에 청년영농지원, 특수농업지원, 소규모 농가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추가하였음.
- 이는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며, 기존의 단일직불제 성격의
직불제가 기본직불제, Greening직불제, 청년농가지원 직불제 등으로 변모한 것임.
❍ 현재 EU의 농정은 기후변화 대응, 건강과 환경을 위하는 방향의 식품소비, 과학기술
기반 농업의 육성 및 생태학적 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며, 우리 농업
에도 적용 가능할 것임.
- 우리 농업·농촌은 불안정한 농가 수입, 국민총생산 대비 낮은 농업소득, 농가
고령화 등 EU와 유사한 부분이 많음.
- 반면, EU는 수입농산물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으며,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함. 또한, EU의 초국가적 단체 특성상 점진적 농정변화만 가능함.
- 우리 농정은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 농가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농산물 가격 유지,
기후변화 대응 등 EU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식이 비슷할 것이며, 상호
협력, 발전할 필요가 있음.
1부_2. 한국의 농정 전환: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발표자: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한국경제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농업·농촌은 성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 농업·농촌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함.

- 30 -

⎗ 아젠다 발굴

- 농업부문은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낮고, 시장개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분분함.
❍ 개방농정 배경하에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의 위기 상태에 있음.
- 1970년 이래 세계농업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WTO체재 출범 하에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개방압력이 지속됨. 또한, 대규모 농가에 비해 가족농의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됨.
- 우리 농업은 국가 주도 생산주의 정책으로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 냈으나,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를 의미함.
- 먹거리의 3/4 이상을 수입에 의존, 농촌 지역 초고령화, 과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고밀도 축산 등의 환경저해요인과 같은 문제들이 상존함.
❍ 우리 농정은 지속가능, 포용, 혁신, 자치분권의 가치 하에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에 집중해야 함.
❙농정전환을 위한 10대 중점 개혁 과제❙
1.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예산구조 전환
2. 가격·경영안정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3. 농어촌을 모든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조성
4.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5.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주권 확립
6. 지속가능한 축산 및 양식 실현과 가축질병 근본대책 수립
7. 지방정부의 자율 농정확대와 농어민, 농어촌 주민의 농정참여보장
8.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혁신
9. 농어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개선의 마중물 역할 수행
10. 지속가능농정, 농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조직과 제도를 혁신

2부_1. 기술혁신과 ‘새로운 농민·농촌’
(발표자: Jan Douwe Van der Ploeg, Wageningen University 전 교수)

❍ 2015년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195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195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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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에 사용되는 투입량과 생산량은 1950년에는 생산량이 투입량
보다 많았지만, 현재는 투입량이 생산량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과거에는 농민의 소득을 목적으로 농민의 노동이 작동했다면 현재는 농산업에
투자한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기술이 투입됨에 따라 농민농업※에서 기업형 농업
으로 바뀌었음.

※ 농민농업(Peasant Agriculture): 소농이나 가족농으로 구성된 전통 농업으로 연대와
협동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생태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방식의 농업
- 한국 농업도 기업형 농업 과정을 통해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농민농업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농민농업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중소 가족농 실현을 통해 농민의 노동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현재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기술혁신으로 생태적 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농민농업이 가능해지면서 21세기
생태 위기와 농업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2부_2.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
(발표자: Suming Chen,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

❍ 세계 농업의 도전과제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경작지, 물 부족, 식량 안보가 있음.
- 대만 농업의 경우에는 경작지 부족과 기후변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세계 시장의 자유무역화 및 경쟁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어려운 소규무
농업인의 증가가 도전과제로 제시됨.
❍ 세 가지 추진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함.
- ⅰ) 스마트 농민 연합(smart farmers union, SFU)을 통해 농업 관리 모델에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함.
- 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농업용 디지털 서비스를 가치
사슬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함.
- ⅲ) 인터렉티브(interactive)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자와 소비자 간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모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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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_3. 일본의 농정변화,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
(발표자: Honma Masayoshi,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 일본은 농업 구조 약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임.
❙아베 정권의 농업정책 발전❙
시기
2012/12
2013/03
2013/06
2013/11
2013/12
2014/06
2015/02
2015/08
2015/10
2017/06
2017/08
2018/12
2019/12
2019/10

농업정책 발전
아베 정권 출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참여
일본재흥전략 수립
쌀생산조정제도 검토
농지관리중개기관 설립(농지은행)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위원회 개혁 계획
자민당‘농협 개혁 계획’ 동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TPP 합의 및 2016년 2월 서명
축산물관리안정화법 개정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위해 법 시행
TPP11(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계협정(EPA) 발효
일본-미국 무역협정 서명

출처: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2019.11.26.)
❍ 일본재흥전략으로써 쌀생산조정제도 개정,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 및 농협 통합
개혁, 유제품 유통 채널의 다각화, 국내외 가치사슬 구축을 제시함.
❙일본의 세계화에 대처하는 농업정책제안❙
정책제안
1.
2.
3.
4.
5.
6.
7.
8.

선도적인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정책
국내 유통체계의 급진적인 개혁
식품 및 기타 산업과의 통합된 협력
해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업 개발
식품 및 농업 고등교육 개혁
서비스 산업에서 농업의 이점 활용
무관세 농업 실현
식품산업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

출처: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2019.11.26.)
※ 뒤에 이어진 언론동향(“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주요 내용”)과 연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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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2020년 유럽 식품 트렌드 TOP 7
※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 시장동향에 게시된 “유럽, 2020년 식품 트렌드
TOP 7”(2019.11.14.)와 “ANUGA 2019 식품 트렌드(2019년 독일 쾰른 아누가 국제
식품 박람회)”(2019.11.2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네덜란드의 식음료 시장 조사 업체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Innova Market Insights)와
영국의 식품 원료 제조업체인 시너지 플레이버(Synergy Flavors)가 전망하는 2020년
유럽의 식품 트렌드를 소개함.
- 2020년에도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식물 기반의 저당·저염
·저지방 제품이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다양한 밀가루 대체 곡물
가루 및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개발 등 식물 기반의 신소재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유럽 식품 트렌드 TPO 7❙
1. 스토리텔링
• 소비자들은 식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이 어떻게 생산·유통되는지 알고 싶어함.
• 연속된 글로벌 푸드 스캔들의 영향으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천연의 제철 생산된 지역 제품을 찾는 소비성향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제품의 맛과 향, 제조 과정, 문화적 배경, 원산지 등 원산지 플랫폼을 통해 식품 정보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됨.
2. 식물 기반 식품의 혁신
•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식물 기반’(plant-based) 식품이 빠른 속도로 식품산업의 주류시장을 파고 듬.
• 2020년에도 식품산업계는 스타트업(Start Up)을 중심으로 대체 육류 및 유제품 개발을 위한 식물 기반 신소재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지속가능성
• 이노바(Innova)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영국의 소비자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85%에 달함.
• 기후변화 및 미래 식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주도로 2020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
젝트(Smart Protein project)는 과거에는 버려지거나 동물 먹이로 사용되었던 식품의 부산물로 신소재 단백질
(novel protein)을 개발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목적으로, 식품업체들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식품 포장재의 개발을 통해 쓰레기 제로에 도전할 것임.
※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가치 상향형의 재활용을
통해 기존보다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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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강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럽 식품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니오 (fonio), 밀레(millet) 등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아프리카의 고대 곡물들이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시대의 천연 유기농 밀가루 대체제로서 유럽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조류(미역, 다시마 등), 좀개구리밥 및 균주(균류, 세균, 이스트)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개발도 계속될 것임.
4. 혁신적인 제품
• 단맛과 짠맛의 크로스 오버(cross-overs): 짭짤한 맛의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 크로넛※(Cronut)과 같은 컨셉에서 계속 진화 중인 하이브리드(hybrid) 제품
※ 크로넷(Cronut): 크로와상과 도넛을 합친 패스트리 빵으로 뉴욕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
• 수제·장인 식품: 주류의 브랜드가 아닌 희소성이 있고 더욱 프리미엄한 제품
• 민텔(Mintel)의 조사(2018.08)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0%가 수제 알코올 음료를 구매하고, 소비자들은 동시에
다량 영양소(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가 함유된 에너지 볼 등의 건강 스낵을 함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이국적인 맛
• 세계 여행, 길거리 음식 축제, 소셜 미디어로부터 새로운 맛에 대한 영감을 얻은 소비자들이 이국적이고 희귀한
음식에 열광하고 있음.
• 고객들은 흉내 낸 맛이 아닌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된 식품을 선호하지만, 모험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재미는 식품 구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가령,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나 김치 버거와 같이 동·서양의 맛을 결합한 퓨전 음식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됨.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각적 형태의 식품도 모험적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함. 기묘한 것에 끌리는
소비자들은 로열 브랜드보다는 각자의 음식에 대한 환상을 채워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찾음.
6. 저당·저염·저지방 식품
• 2020년에도 다량의 설탕, 소금, 지방이 함유된 건강에 나쁜 제품은 거부하고 단백질과 섬유질 등 양질의 영양소
함량이 높고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건강한 소비성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7.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 제품
•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40억 명으로, 인터넷 관계망으로 연결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최신 식품 트렌드를 검색하며, 식품 선택 시 과거보다 더욱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받음.
•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은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리고 싶을 만큼 좋다는 뜻의 신조어로, 인스타
그램에 올라오는 제품의 홍보 파급력은 엄청남. 여러 식품 브랜드들이 최근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론칭하고 있음.
※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려 공유하고 싶을 만큼
보기 좋고 매력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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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아누가(Anuga) 식품 박람회※가 2019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5일간) 동안
독일 쾰른에서 개최하였으며, 식품 트렌드 7가지를 제시함.

※ 제1회 아누가는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 했으나 1924년 쾰른으로 보금
자리를 옮겼고, 제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1951년부터 쾰른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195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전문 행사
❙ANUGA 2019 식품 트렌드 7❙

1. 유기농(Organic)
•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품목군, 특히 유럽에서 고성장세 지속
• 2018년 유럽에서 출시된 신제품의 약 58%가 유기농 식품
• 단순한 건강식품을 뛰어넘어 친환경적 패키징, 식품 안전성을 선호하는 윤리적 소비의식과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
결합
2. 무첨가(Free-from)
•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증가하며 특히 글루텐프리 제품이 인기
• 2018년 무첨가 신규제품 출시는 미국, 영국, 브라질 순
• 유럽은 유당 무첨가(lactose-free) 제품 출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베이커리, 유제품, 소스와 조미료, 스낵 등이 출시 중임.
3. 비건(Vegan)
• 품목과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며 시리얼과 에너지바, 식물성/대체 육류 등 신제품 개발 지속 진행 중
• 비건식 선호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4. 베지테리언(Vegetarian)
• 채식주의자와 비건 소비자에만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아닌 대중성 있는 제품군으로 자리 잡음.
• 유제품과 육류를 적당하게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또는 건강상의 이유(유당분해효소결핍) 등으로
채식에 대한 수요 증가 중
5. 식사 대용 간편식(Convenient Food)
• 바쁘고 빨라진 생활 리듬에 맞추어 건강(각종 영양소 섭취)하지만 쉽고 간편한 식사 대용 간편식 수요 증가세
• 무첨가, 고단백질, 고섬유질, 유기농 등 건강하지만 맛있고 여러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은 on-the-go 웰빙식품 성장세
6. 할랄(Halal)
• 금년도 ANUGA는 특별전 중 하나로 Halal Market을 운영(Hall 2-4 통로에 설치)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도 수요가 증가 중
7. 기타(Non-GMO 등)
• Non-GMO, 원산지 보호(지리적 표시) 제품※ 비롯하여 공정무역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생산의 모든 단계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생산의 최소 한 단계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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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Agritourism Allows
Farms To Diversify and Has Potential Benefits for Rural Communities(2019.11.4.)”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농촌체험관광은 농장견학 및 과수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농, 중소농에게 중요한 부가수입원임.
- 농촌체험관광은 농가수입 증대 외에 농촌개발, 농촌에 대한 관심증대, 농촌유산
보존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함.
- 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은 총농가수입액의 5.6% 정도지만 약 9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2012년에 비해 약 2억 4천 6백만 달러가 증가하였음.
❙2002~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 추이❙

❍ 농업경제연구소는 농가의 농촌체험관광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수려한 자연경관에 근접하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곳에 위치한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마케팅 확장가능성에 기인함.
- 여성 경영주 농가,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 육우 및 말 사육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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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 정신※이 높은 농가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특허율과 비농업부문 고용률로 대리(Proxy) 측정됨.
-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와인 생산 지역과 같이 방문객 유치확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참여확률이 높음.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농업경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 농촌체험관광의 장애가 되는 요소, 성공요인 및 농가의 참여요인에 대해 개별
농가를 추적 분석하고,
- 농촌체험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효과와 지역 농산업체 집적이 농촌체험
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표한 “New Estimates of Agricultural Support
And Un-Common Agricultural Policy(2019.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 2018년 EU의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였고, 2021-2027년에는
28~31%로 하락할 전망이나, 예산규모는 연간 5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임.
❍ EU의 농업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수입국 여건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업이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자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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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 따르면 2018년 EU 평균 %PSE※는 20%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음. 다만
EU의 보조금은 대부분 생산과 비연계되어 있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을 것
으로 보임.

※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농업지지 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지불액과 시장가격지지(MPS)로 구성됨. %PSE는 PSE를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재정지불액)에 대한 비율로 변환한 수치임.

❍ 2017년 EU 회원국별 %PSE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회원국별로 생산자지원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위 6개국(라트비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은 %PSE가 최저치를 기록한 네덜란드
(7.1%)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음.
- 공동농업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국의 지원 수준(18.3%)은 유럽연합 평균
(18.4%)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프랑스(18.8%)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독일(14.3%)은 훨씬 낮았음.
- 벨기에(4.3%), 헝가리(4.6%), 몰타(4.4%), 폴란드(4.8%), 영국(5.0%)은 높은 시장가격
지지※(MPS) 수준을 보였음.

※ 국내외 가격차를 정책에 의한 지지로 간주해 생산자에게 지원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추정치로서, 국내외 가격차에 연간 국내 생산량을 곱해 산출됨.
❍ 회원국 간 지원 수준 편차는 정책 목적과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농가지원은 면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면적당 지원액은 과거
생산액, 영농방식, 청년농업인 수, 생산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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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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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에 대해 검토하여 목표 검증과
논점을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식량자급력을 지표화한 식량자급력 지표는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을 최대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1인 1일 공급칼로리로 계산한 것임.

❍ 식량 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인구감소·고령화, 식품
손실(food loss) 감소, 영양·식생활 개선, 관광객 증가 등이 있음. 또한,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현황, 식사의 외부화※·간편화 등이 국내 생산 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가정내에서식품을조리하지않고외식및간편식섭취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식량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식량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

논점

• 국산 쌀 수요 감소, 국산농산물 소비 감소로 칼로리 기반 • 일본 생산 상황 및 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외 수요
식량자급률 하락
변화에 따른 생산목표(품목, 생산방식) 설정
• 생산액 기반 식량자급률은 경기회복 및 농산물 가격 상승
으로 큰 변화가 없음.
• 향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수요를 통해 수출이 증가
하면 식량자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식량 소비는 인구감소·고령화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 현재 소비자 식품소비를 기반으로 향후 식품 소비
증가, 식품 손실 감소, 건강지향 선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동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고려
전망됨.
• 바람직한 식품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 사료자급률을 반영하여 식량자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내 • 식량자급률 설정 시 사료자급률을 반영하는
생산을 엄밀히 파악 가능함.
경우뿐만 아니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
• 한편 실제 생산량으로 계산했을 경우보다 식량자급률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산
축산물 생산자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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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력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력 목표 검증

논점

• 식량자급력 지표는 2015년 기본계획부터 책정되었으며 일본 • 식량자급률과 함께 일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력을 나타냄.
위해 국내 생산에 관한 정책 검토 및 운용
• 국민의 식량자급력에 대한 이해를 양성하고 식량 안보에 시행
대한 국민적 여론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시
• 현재 식량자급력 지표는 거의 농지 면적 감소로 좌우되며, • 농지는 식량자급률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이지만
농업인 및 농업 기술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과제
농지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유지·활용 방법과
함께 농업인 및 농업 기술 요인 분석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식량자급력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확산되었지만 • 국내외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식량 안보에 관한
국민적 논의 수준까지 심화되지 않음.
이해가 깊어지도록 국민적 논의 환기 방법 검토

❍ 생산액 기반의 경우 수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농업생산 실태에
부합하나 생산액이 높은 작물 생산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있음.

언론 동향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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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요 내용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9.11.26.]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포용성장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농정전환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 방향을 모색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환영사를 통해 농정이념을 경쟁과 효율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으로, 국가 주도가 아닌 농어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지고,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총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 “이를 골자로 한 농정틀 전환 방안을 오는 2019.12월 중순께 발표하기 앞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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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를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근본적인 농정의 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부응해 농업정책도 사람과 공익 가치를 중시하고 주민참여 농정, 노동 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등
포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 “생산주의 농정이 성장과 경쟁, 효율을 중시한다면 포용국가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정은 지속가능성과
포용, 혁신을 이념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생산주의 농정의 산물인 쌀 직불제 등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을 축소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준수
의무를 전제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 “공익기여 직불제는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농정 예산의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직불금을 특정 농산물과 연계하지 않고, 규모가 큰 농가에 편중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 “이를 위해 농정을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전환하고 가격·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주권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농정 확대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농정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알랜 버크웰(Allan Buckwell)※ 런던 임페리어 칼리지 명예교수) EU 농정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농정 개혁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

※ EU 농업정책인 ‘CAP(공동농업정책)’ 전문가로서, EU의 농정전환 전략이었던 ‘2000년
농업개혁(Agenda 2000)’의 기틀을 마련
◈ “과거 EU의 농업정책은 여러 지적에도 ‘보상적 직불제’ 방식을 선택해 농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
왔다”며 “EU는 1992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보상적 직불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보상적 직불제: 시장개방에 대응해 역내 농산물 가격 보존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도입 이래 예산 문제와 도입 취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직불제에
대한 농가의 높은 의존도, 소득 불균등 심화 등의 문제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있음.
◈ “직불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디지털화를 통한 현대화 등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체질을
강화하고 현대식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공익기여 방식의 직불제 전환을 지지

-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전 와게닝엔대 교수) 네덜란드의 농촌사회학자인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전 와게닝엔대 교수는 한국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농업※(Peasant
Agriculture)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농민농업(Peasant Agriculture): 소농이나 가족농으로 구성된 전통 농업으로 연대와 협동
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생태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방식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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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태적 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농민농업이
가능해지면서 21세기 생태 위기와 농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
◈ “현대농업 형태인 ‘경영자농업’은 원자재 대량 구매를 위해 금융자본이 지배한다”며 “농산업을
통한 자본 수익 증대 목적인 경영자농업은 환경파괴와 농어촌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온다”고 지적
◈ “중·소농, 가족농 등 전통적인 농사 형태인 농민농업이 가진 기존 생산력의 한계가 기술 혁신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생태 자본을 기반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 즉 농민의 소득을 목표로 하는 농민
농업은 21세기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활용과 어촌의 스마트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등 분야별 논의를 진행
자료: “농업 ‘성장’ 소득 ‘감소’…지속가능 농정 전환을”(농수축산신문, 2019.11.26.),
“쌀 중심 직불제 바꾸고 공익형에 예산 30%까지 확대해야”(아주경제,
2019.11.26.), “농특위, 유럽 ‘농정틀’ 참고 ”(내일신문, 2019.11.27.), “농어업·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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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 외식 트렌드 전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27.)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9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및 2020년
외식 경향 발표, 2019.11.27.] 2020년 외식 경향(trend)을 이끌어갈 키워드로, ‘그린
오션’, ‘Buy me – For me’, ‘멀티 스트리밍 소비’, ‘편리미엄 외식’을
선정※하고, 2020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2019.11.28.)를 통해 발표

※ 2020년 외식 경향(trend) 핵심어(keyword)는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20개 핵심어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동
의여부 조사와 거시환경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가 선정
※※ 농식품부와 aT는 2014년부터 외식 경향(trend) 조사와 전망대회 개최를 통해
외식업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소통을 꾸준히 추진

2020년 외식 트렌드 전망
❙2019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 요약❙
그린오션
(Green Ocean)

• 일회용 플라스틱 근절, 비건 레스토랑, 식물성 고기 등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
※ 주요 사례: 맞춤형 건강도시락, 대체육, 식물성 치킨

Buy me – For me

• 주관적 만족과 취향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나를
위한 소비’ 경향
※ 주요 사례: 감성 자극 레스토랑, 나만의 훠궈

멀티 스트리밍 소비
(Multi Streaming)

•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식소비 감성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콘텐츠 및 마케팅 시대
※ 주요 사례: 온라인 주문광고, 유튜버 선정 맛집

편리미엄 외식

• 간편식 고급화, 프리미엄 밀키트, 프리미엄 음식배달 등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충족시키는 외식 서비스 확대
※ 주요 사례: 1인 메뉴 인기, 프리미엄 도시락

2019년 외식 소비행태
❍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0회로 2018년(13.9회) 대비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 비용은 30만 6천 원으로 2018년(29만 3천 원)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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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외식 주 이용 음식점은 한식(57.7%), 패스트푸드(7.5%), 구내식당(6.7%) 순이며,
외식형태별 지출비용은 방문외식의 경우 12,599원, 배달 14,556원, 포장외식에서
10,754원으로 조사
❍ 혼밥의 경우, 총 외식 횟수의 32%인 월평균 4.17회로 조사, 연령별로는 20대 6.01회,
지역별로는 서울 6.13회가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지출비용은 49,920원 수준
❍ 편의점은 급성장하는 외식 소비행태로서 식사 빈도는 주 1.6회, 지출비용은 1회당
5,849원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제품은 도시락(44.6%), 김밥·주먹밥(28.5%), 햄버거·
샌드위치(14.0%) 순이었고, 구매요인은 맛(38.4%), 가격(25.0%), 메뉴(16.4%) 순
❙외식 빈도 변화(2017~2019)❙

❙외식 지출 비용(전체 외식비용 305,738원, 혼자외식비 49,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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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참고: 2019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 요약❙
뉴트로 감성

•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으로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로 나타남.

비대면 서비스화

• 전자결제, 키오스크 등의 발달로 인한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 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편도족의 확산

•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
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 확대

❙참고: 외식 트렌드 주요 키워드 변화❙
2015년

2016년

2017년

먹방 신드룸

나홀로 다이닝

나홀로 열풍

로켓팅 소비

미각 노마드

반(半)외식의 다양화

한식의 재해석

푸드 플랫폼

패스트 프리미엄
한식의 리부팅

2018년

2019년

2020년

가심비

뉴트로 감성

그린오션

빅블러(Big Blur)

비대면 서비스화

Buy me – For me

반(半)외식의 확산

편도족의 확산

멀티 스트리밍 소비

한식 단품의 진화

프리미엄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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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9.11.25.)

❍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2019.11.25.]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1만 9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2019.5.15일~5.30일(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

※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예정 부문은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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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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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2018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발표
자료 : 환경부(2019.11.25.)

❍ [세계기상기구(WMO), 2018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발표, 2019.11.25.] WMO는
온실가스 연보(No. 15)를 통해 2018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7.8ppm
으로 전년(405.5ppm) 대비 2.3ppm 증가해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량(2.26ppm/yr)과 비슷한 수준이며, 산업화 이전
(1750년 이전) 대비 약 47% 증가한 기록

※ ppm(parts per mil ion): 전체 양 중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

❍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번 연보를 통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동위원소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
- 이산화탄소 성분 분석결과, 탄소 동위원소※(14C)가 포함되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어,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원인임을 밝혀

※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 동위원소(14C)는 화석연료의 연소와 천연 공급원
배출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임.
❍ 세계기상기구(WMO)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
❍ 한편, 우리나라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8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2017년(412.2ppm) 대비 3.0ppm 증가하여 전 지구보다 높게 관측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전 지구, 한반도 자료 비교❙
구분

전 지구※

2018년의 연평균 농도(산업화 이전(278ppm) 대비)

407.8ppm(147%)

415.2ppm

2.3ppm

3.0ppm

2.26ppm/yr

2.4ppm/yr

2017년~2018년 사이의 농도 증가량
최근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세계기상기구 온실가스 연보(No. 15)
※※ 기상청 2018 지구대기감시보고서

한반도(안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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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