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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2.4.)

개요
❍ [정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발표, 2019.12.4.] 정부는 2019.12.4일 제5차 혁신
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

※ ①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②-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②-②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③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④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
※※ 그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
으로 마련

- (추진 배경)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과 농업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 △해외 인지도 향상, 소비트렌드
변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 (주요 목적)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

주요 내용
❍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
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식품, ⑤ 수출 식품을 선정
-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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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추진 기본방향❙
비전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목표

① 산업 규모: (2018) 12조 4,400억 원 → (2022) 16조 9,600억 원 → (2030) 24조 8,500억 원(100%↑)
② 일 자 리: (2018) 51,000개 → (2022) 74,700 → (2030) 115,800

맞춤형·특수식품
초기시장 창출로
성장잠재력 발현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

5대
식품

기반
조성

• 전문인력 육성
• 홍보·판로 확대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규제 개선으로
전·후방산업
시장 활성화
동반성장
----------규제 및 지원체계 제도 개선 및 농어업
개선으로 시장
등과 동반성장
활성화
생태계 조성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가치소비의
사회적 확산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글로벌
진출 확대
-----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 청년창업지원 체계화
•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분야별 주요 대책❙
구분

주요 내용
메디
푸드

 맞춤형
·특수식품

① 식품공전 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확대·개편
②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
③ 질환별 재가식 맞춤형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

고령
친화
식품

①「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 추가
②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및 인증제(KS) 시행
③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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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체
식품

①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②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③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
①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및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 추진

펫푸드

② 민간 참여 펫푸드 품질인증체계 구축
③ 유기인증 제품 확대 및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④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사양 정보 DB 구축 등 R&D 추진
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②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기능성식품

③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 판매 허용
④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지원 강화
⑤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⑥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 인증제 도입
① 급속 냉·해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②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간편식품

③ 즉석밥, 가공 김 등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규격 마련 추진
④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⑤ 간편식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 마련
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친환경식품

②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 완화
③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①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

 수출식품

② 한류·한식 문화 활용 마케팅 지원 강화
③ 국가 간 비관세장벽 협의체 확대
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확대
②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③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추진

인프라구축

④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민간 투자지원 강화
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유망 창업·중소기업 광고·홍보
⑥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확대
⑦ 임산부·환자용 제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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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 트렌드 전망❙
1.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특수 식품
• 다양성이 중시되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 및 기호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푸드테크
기반 식품기술 발달
2. 건강한 삶을 위한 기능성 식품

• 기대수명 및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증가하며 식생활을 통한 웰빙, 질병 예방 중요성에 대한 관심 고조
※ 기대수명 증가 추이: (2016) 82.1세 → (2020p) 83.2 → (2030p) 85.2
※ 만성질환자 증가 추이: (2005) 1,141만 명 → (2011) 1,461 → (2017) 1,730
3. 편의성이 중시된 간편식품
•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로 음식 준비 시간 단축 등 편의성 중시
※ 1인 가구 비중 추이: (2017) 28.5% → (2019) 29.6 → (2021p) 30.5
4.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친환경 식품
•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 책임과 연대·결속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증대
※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에서의 언급된 횟수): (2015) 88,393 → (2018) 196,624(122.4%↑)
5. K-Food의 글로벌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출 식품
•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K-food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 증가
※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수: (2010) 880만 명 → (2015) 1,323 → (2018) 1,535
※ 해외한식 인지도: (2011) 24.2% → (2016) 64.4

< 2019년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유로모니터) >
① 나도 전문가(Everyone’s an Expert)

② 내 삶은 내가(I Can Look After Myself)

③ 즉각적인 만족(I Want it Now!)

④ 가격보다 품질(Back to Basics for Status)

⑤ 플라스틱 제로(I Want a Plastic Free World)

⑥ 윤리적 소비자(Conscious Consumer)

⑦ 잊혀지는 즐거움(Finding my Joy of Missing ⑧ 디지털로 함께(Digitally Together): 디지털 기술
Out): 디지털 연결을 끊고 직접대면
발달로 원격으로 함께 참여
⑨ 나 혼자 산다(Loner Living)

⑩ 나이는 숫자일 뿐(Age Agnostic)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http://www.mafra.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 도 자료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
계획)”(http://www.moef.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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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제도개선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2019.12.3.)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2019.12.3.]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

※ (의결안건) ①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③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④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보고안건) ⑤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⑥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주요 내용
(의결 1)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 [수립배경]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연도별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 [개관] 각 중앙행정기관은 세부과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집행계획과 신규 도입·
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농식품부),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구축(한국
소비자원) 등

- 지자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된 안전관리 업무 및 소비자 관련법 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역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 계획을 수립

※ 지역 내 다소비 제품, 시설, 서비스의 안전 관련 검사 등
※※ 지역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 취약소비자에 대한 교육 등

- 2019년 처음 이루어진 2018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외부
기관 지적 사항 등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환류효과도 제고

※ 수집된 정보의 활용도 제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기준강화, 성과지표 재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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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상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34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아래 <표> 참조)
- (안전 확보) 소비자 위해 요소의 사전적 탐지·대응, 안전 취약분야의 감시 및 개선,
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의 선제적 확보
- (소비자역량) 수요와 신기술을 고려한 교육·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역량 확충
- (거래의 신뢰성 제고) 거래 취약분야의 감시와 시정,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거래
환경 개선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협력 강화) 소비자정책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소비자행정, 소비자 관련
법제 및 기업 제도, 국제소비자 문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각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대표사례❙
추진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계

과제수
18
60
6
1
5
4
1
5
3
3
1
3

8
7
1
1
1
1
5
134

각 부처별 시행계획 대표 사례
제품 성능, 효율부분 부당 표시·광고 시정 등 취약분야 감시강화
‘소비자친환경영지원센터’ 신설 추진 등 기업과 소비자 상생지원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제연구학교 운영지원 등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자동차 리콜센터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등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우선공급 등 신소비가치 창출
공공티켓예매플랫폼 ‘문화N티켓’활성화 등 거래환경개선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방송수신기 지속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취약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마을변호사)
공공의료 등의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연예인 굿즈 등 어린이 테마형 품목시장조사 강화
리콜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의료기기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강화, 화장품 리콜지침 제정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 등 소비주체로서 필요한 역량 교육 확대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및 확산
다소비·부적합 이력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 지원확대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위임과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별도 과제 수로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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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
(2019.12월),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시행계획 집행(2020년) 후 집행실적·성과
등 점검·평가(2021.1월~)
(의결 2)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
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 마련 추진(보건복지부)
❍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의결 3)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

※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정식 수입되거나 소비자의 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상 유통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며,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를 추진

※ 향후 관세청, 환경부 등으로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 여부 논의
(의결 4)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개정배경]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평가 이후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침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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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평가대상기관 명확화, △전문평가단 위원 위촉절차 개선, △종합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 세부절차 개선, △이의신청 절차 개선
❍ [향후 계획] 개정안은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 시 반영(2020.1월)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의결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의결
- (비전)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시행계획) ① 소비자 안전확보, ② 소비자역량 강화, ③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용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반영하여 수립한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19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19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2006년)
◈ (기능) 소비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한국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
위원회”(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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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무회의 개최
자료 : 청와대(2019.12.3.)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1회 국무회의 개최, 2019.12.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3개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
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당부

인구감소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자료 : 국회(2019.12.3.)

❍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세미나 공동 개최, 2019.12.3.] 국회
입법조사처는 홍익표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2019.12.5일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구 문제를 진단해 보고,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 △발제 1…임정빈 교수(성결대)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발표,
△발제 2…하동현 교수(안양대)가 “과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일본 정부의 과소지역 대책과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종합 토론…주제발표 이후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 토론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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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정책 포럼 개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9.12.3.)

❍ [한국고용정보원, 「2019 청년정책 포럼」 개최※, 2019.12.3.]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청년, 청년센터 관계자, 중앙·지역 청년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청년과 관련된 지방의 상황과 청년의 지방 이주 관련 정책
과제, 실제 정착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시 청년허브 공동 주최

- (주요 내용)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방향, △청년의 지방 이주 관련 정책과제,
△청년, 지역에서의 자기주도적 일 탐색, △지자체 청년센터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역사회의 역할(종합 토론)
발표 주제

“지방소멸의 현황과
대응 방향”
-------이상호 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

“청년의 지방 이주
관련 정책과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타

주요 내용

• 지방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97개로 2018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
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표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젊은 여성(중장년 포함)의 괜찮은 일자리를 특징으로
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이 필요
- 지역 맞춤형 전략 및 적극적 의지를 가진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의료·복지·교육·일자리·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아동·청년·여성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컨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청년의 지방 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형식과 수단이 비슷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청년의 지방 이주 정책 도입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관점을 발표
- 첫째, 농어촌에서의 의미 있는 일자리와, 생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며,
- 둘째, ‘한 달 살아보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고,
- 셋째, 지역 사회가 청년을 받아들이고 돌보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무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중시해야 하며,
- 넷째, 하나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서로 조율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략이 필요
• 송수종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019년 청년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6개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의 공간과 프로그램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소개
• 정민철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책임연구원은 지역 이주 청년의 자기주도적
지역 일거리 탐색 사례로 충남 홍성 사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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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12.5.)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전략위원회 개최, 2019.12.5.]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
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 ‘세계 일등 5G KOREA’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 20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 [후속 정책 수립] 분야별로 11개의 후속 정책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
-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
- 2020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완료
❍ [2020년 추진계획(안)]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 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
❍ [공공 선도투자]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
-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추진
할 계획

- 11 -

⎗ 정책동향

❍ [민간투자 확대]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5G 단말·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
교통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200개)
등을 추진
❍ [제도정비]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
-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현재 2,680㎒폭 → 5,320㎒폭)하고, 개인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추진할 계획
❍ [산업기반 조성]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
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을 추진
-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
통상자원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등을 추진
❍ [해외진출 지원]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
-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추진

5G Vertical Summit 2019 개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Vertical Summit 2019※ 개최, 2019.12.2.]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5G+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위한 글로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12.3일부터 12.4일까지 ‘5G Vertical Summit 2019’
행사를 개최하여 ‘5G 상용화 그 이후, 5G+ 융합서비스’를 조망

※ 공동 주관기관(6): 5G 포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기가코리아사업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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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5G와 융합 속도가 빠르고 시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대
5G+핵심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기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이와 함께 다가올
미래 시대를 전망할 예정

※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 (향후 계획) 이번 행사가 5G+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기술개발과 신서비스 발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할 계획

제5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2.2.)

❍ [기획재정부, 제5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19.12.2.] 2019.12.2일부터
12.6일까지 「제5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와 개도국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배양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 (주요 내용) △세미나※…기후변화 대응의 최신 동향, 기후재원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 △워크숍…개도국 주도적인 기후사업 발굴·수행에 대한 교육
과정 진행, △국내 기관들의 개도국 사업 수행·지원 사례 공유, 기관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경험을 전파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

※ (참석) GCF※※ 사무국, 기후 관련 기업, 전문가, 개도국 참석자 등 150여 명이 참석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재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UN기후변화협약 재정 메커니즘(사무국 인천 송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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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사회적경제 연계 농ㆍ산ㆍ어촌 활성화 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2.5.)

개요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2019.12.5.]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2019.12.5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복지·교육·문화)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 (추진 과제) ①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②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③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확대, ④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
사회 기여도 제고를 추진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추진전략❙
목표

◈ 농림어업 분야와 농·산·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

추진
전략

◈ 농·산·어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지역
활성화
사업 참여

농협·수협
·산림조합

• 농·산·어촌의 공동체 활성화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를 이끌 핵심리더 육성
•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로 확대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농촌신활력플러스, 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어촌뉴딜 300, 교육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신품종 재배 등
 농·산·어촌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농·산·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확산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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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필요성] 농·산·어촌에 약 5천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
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호소
❍ [인지도 제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소비자단체 협력사업(농식품부): 농식품 소비자단체의 사회적경제 현장방문 지원

❍ [공동체 장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

※ 공동체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농식품부)
※※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인 공동체
(해양수산부)
◈ (사례)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목공·도예·제과·제빵 교실을 운영하였고,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를
높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인력양성]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할 사회적
경제 인력을 양성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2020, 농식품부)
※※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기관(2020: 신규 4개소, 농식품부)
※※※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경영체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하는 활동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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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지원]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

※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농식품부), 청년 귀산촌 주거지원사업(산림청) 등
※※ 종합컨설팅(농수협),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산림청),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고용노동부)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경제 홍보･판로･정책안내
등 지원
◈ (사례) 한 지역농협에서는 폐점한 하나로마트 건물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임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

❍ [금융·판로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
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확대를 지원

※ 산지유통자금, 도매유통자금, 식품･외식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자금(aT)
※※ 사회적농업 정책 및 사회적 농장 활동 및 상품 홍보 홈페이지(2019년 말 구축, 농식품부)
◈ (사례) 유기농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출현장코칭과 판촉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매출액이 증가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필요성]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
❍ [지역사업 참여]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 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식품부)
※※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양수산부)

❍ [활동분야 확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
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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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을 통해 민간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경영컨설팅 및 홍보 지원(농식품부)
※※ 교육농장 간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에 활용(농촌진흥청)
※※※ 국가는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지역주민은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후 신품종재배･
공급(산림청)
◈ (사례)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아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당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필요성]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
유통인 만큼,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사업
및 제도의 참여를 장려
❍ [정책사업 참여]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홍보

※ 도시 학생이 6개월 이상 농촌에 살며 지역 학교에 통학하고 농촌을 익히도록 지원(농식품부)
※※ 복권기금(녹색자금)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숲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산림청)
◈ (사례)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도시 아이들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나 노인 돌봄 등에 관한 거점 역할도 수행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

❍ [통합돌봄 연계]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

※ 노인･장애인 등에게 지역의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보건복지부)
※※ 농업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지원(농식품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필요성]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
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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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

※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확대(2019: 농협 직매장 400개, 2022년까지 총 1,100개)
※※ 전국을5개권역별지역수협이연합하여직매장에수산물을공급할사회적경제기업설립

❍ [사회서비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

※ 농협･지자체･마을협의체가 협력하여 행복장터 운영(시범사업 경기 포천 소흘농협)

❍ [향후 계획]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
- 또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소개
할 예정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4.)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2019.12.4.]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
- (추진 배경) △겨울철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 데
큰 어려움,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

※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2014) 91ha → (2015) 462 → (2016) 144 →
(2017) 없음 → (2018.1～3월) 680
※※ 평년 기온(평균): 12월(1.0∼2.0℃), 1월(-1.6∼-0.4℃), 2월(0.4～1.8℃),
평년 강수량(평균): 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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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 2019.12.10일부터 2020.3.15일까지 운영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시달(2019.11.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
◈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11∼12월): 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여 농가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
◈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예방 교육(11∼12월): 전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 명 대상 기술지도
◈ 축산농가 시설점검(1∼3월):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현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 [재해유형별 관리요령 홍보]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 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

※ 전국 농업경영체(164만 농가) 대상 맞춤형 문자메시지 발송

-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
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
- 2020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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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2.2./12.4./12.5.)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제3차 위원회 개최, 2019.12.4.]
의결안건으로는 ①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② ‘지방자치
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③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 이외 2건 보고
및 1건 토론안건※을 처리

※ (보고 2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과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토론 1건)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
❙농정 주요의제(3건) 의결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자원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주요 내용: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가축
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
방안
※ 관계부처 협의: 축산단체간담회(1차 2019.10.17., 2차 11.6.), 경종단체 간담회(10.29.),
정부 부처 협의회(11.13.), 농어업분과위원회(11.22.)

•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치 강화, 민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 주요 내용: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치 강화, ▲민간 조직화 촉진과
구축
자치역량 강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증진을 위한 임업활성화 등의 세부내용을 담아 의결
- 주요 내용: ▲NDC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기반 지원, ▲오래 사용하는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강원·충북·경남), 2019.11.28., 11.29., 12.5.]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개최(강원, 충북, 경남)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농업
정책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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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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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도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 (강원·충북·경남) 2019.11.28.일(강원), 2019.11.29일(충북), 2019.12.5일(경남)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강원·충북·경남)’을 각각
개최하여 각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과 행복한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농업·농촌 정책인 ‘신농정’을 주창하고 강원도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품질 향상, 영농주체 지속 확보, 농업·농촌 문화서비스 산업화 등에 매진
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농정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체감하고 공감하는 미래 강원 농어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이시종 충북도지사) 유기농업과 농시※ 도입 등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이 열린 가운데, “첨단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접목으로 충북
만의 앞선 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앞선 비전으로 도민이 행복한 농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밝혀
※ 농시(農市): 농촌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의료·복지·문화·교육 등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와 차이가 없는 농업도시
◈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경남도는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
(지역푸드플랜 구축)와 연계하여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추진 중이며, 경남 농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에 대한 먹거리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

- (기대 효과) 전국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 농정의
실현 방안 전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농특위는 앞서 개최한 제주, 전북, 경북, 경기, 충남, 전남, 강원에 이어
이날 경남에서 마지막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전국 9개 일정을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도출된 의견은 2019.12월 중순 발표될 ‘농정비전’을 통해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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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

❍ [농식품부, 제5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결과 발표, 2019.12.2.] 농식품 분야
최대 벤처창업가 발굴 대회인 「제5회 2019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최종 수상자
10팀이 2019.11.28일 결정되어 최종 10팀 수상
유형

상금 및 상장

팀

(대상) 1억 원, 대통령상
애니피드(반려동물처방식)
(최우수상) 5천만 원, 장관상
더블브(비건 베이커리)
투자형
(우수) 1천만 원, 장관상
닥터마린(부산물 활용 친환경소재)
(입선) 5백만 원, 실용화재단 이사장상 비틀즈(곤충 바이오 소재, 사료), 마이셀(버섯으로 만드는 가죽)
(대상) 1억 원, 총리상
내포긴들(옥수수 발효 팝콘)
(최우수상) 5천만 원, 장관상
허브펀치(허브 숙취해소제)
마케팅형
(우수) 1천만 원, 장관상
달하제주(제주산 과일 젤리)
(입선) 5백만 원, 실용화재단 이사장상 알알이거둠터(유기농 채소주스), 인테이크(주)(간편 파우치 죽)

- (대상 수상팀) △투자형※: 애니피드…반려동물 맞춤형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및 사료에 들어가는 원 재료들의 성분 데이터
들을 분석하여, 개개 반려동물 별로 건상상태에 맞는 사료를 처방, △마케팅형※:
내포긴들…토종 옥수수 발효 팝콘을 제조·판매하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올해로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만 3수째, 마을 주민들이 함께 국내산 옥수수를 재배하고
이를 활용하여 맛좋은 팝콘을 생산

※ 투자형: 5인의 심사위원평가(경영역량, 시장성 등)와 현장 모의 투자(IR; Investment
Relations) 결과를 종합하여 우승자 결정
※※ 마케팅형: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판매액 등을 종합하여 우승자를 결정
- (후속 지원) △수상자 대상 투자자들과의 상호교류 기회 마련을 통해 실제 투자
연계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사회관계망서비스, 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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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3.)

❍ [농식품부, 2019년도 동절기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시행, 2019.12.3.]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
으로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기간: 2019.11.25.∼2020.2.14.

- (주요 내용) △겨울철 연소난방기※ 사용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농어촌민박부터
2019.12월까지 우선 점검 시행, △수능 이후 수험생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시 함께
안내,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촌관광시설의 가스난방기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 석유, 가스, 장작 등 연료를 연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기
2019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5.)

❍ [농식품부,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 2019.12.5.]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019.1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제13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제14호)」,
「상주 곶감 전통농업(제15호)」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
- (주요 내용) 김현수 장관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고 그간 지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변하는 실증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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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9.12.5.)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2019.12.5.] 이날 회의
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논의

※ (참석)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1․
국토교통부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경찰청･통계청청장, 특허청･관세청차장등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관계부처 합동)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2019.12.5. 현재 38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2019.10.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2019.12.5.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

※ 항체양성률(2019.11.30. 기준): 한육우 98.7%, 젖소 99.7%, 비육돈 69.7%, 번식돈93.3%

2.

ASF 방역대책

❍ [멧돼지 관리]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하여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광역울타리: 파주～철원(118km) 설치 완료 → 화천～고성(90km) 추가설치(20019.12.15일
까지,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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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돼지]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
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
-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
-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
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하여 국가가 일부(50%) 부담,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 원(살처분보상금 394, 매몰비용 등 293)을 편성할 계획
-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
3.

AI 방역대책

❍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2019.11.~2020.2.)할 계획

※ 사육가능농가 854호 중 207호(24.2%) / 사육가능수 1,386만 수 중 300만 수(21.7%)

❍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
4.

구제역 방역대책

❍ 항체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
1회 → 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
❍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
5.

향후 계획

❍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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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2.3./12.4./12.5./12.6.)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2.6.]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2.6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1건 추가 검출※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39건): 파주 16건, 연천 10건, 철원 13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2.6.)❙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신고
2019.10.02.
2019.10.11.
2019.10.11.
2019.10.12.
2019.10.12.
2019.10.14.
2019.10.15.
2019.10.16.
2019.10.16.
2019.10.19.
2019.10.20.
2019.10.19.
2019.10.23.
2019.10.23.
2019.10.24.
2019.10.27.
2019.10.29.
2019.10.29.
2019.10.31.
2019.11.01.
2019.11.06.
2119.11.06.
2119.11.06.
2119.11.12.
2119.11.12.
2019.11.20.
2019.11.26.
2019.11.26.
2019.11.26.
2019.11.27.

확진
2019.10.03.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2.
2019.10.15.
2019.10.16.
2019.10.17.
2019.10.17.
2019.10.20.
2019.10.21.
2019.10.21.
2019.10.23.
2019.10.23.
2019.10.25.
2019.10.28.
2019.10.30.
2019.10.30.
2019.11.01.
2019.11.02.
2019.11.07.
2019.11.07.
2119.11.08.
2119.11.13.
2119.11.13.
2019.11.21.
2019.11.27
2019.11.27
2019.11.27.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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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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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신서면 도밀리 944
왕징면 강서리 986
원남면 진현리 115
원남면 진현리 25
원남면 진현리 21
장남면 판부리 150-2
원남면 죽대리 산157
왕징면 강서리 1106
장단면 거곡리 1066
연천읍 와초리 615
장남면 반정리 652-1
원남면 죽대리 164
장단면 석곶리 303
장단면 석곶리 303
원남면 죽대리 167
연천읍 와초리 361
군내면 백연리 398
군내면 정자리 46
신서면 답곡리 849
원남면 진현리 39
원남면 죽대리 167
진동면 하포리 240
원남면 진현리 313
원남면 진현리 18
원남면 진현리 18
원남면 진현리 262
원남면 진현리 80
군내면 정자리 255
진동면 동파리 372
군내면 정자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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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DMZ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00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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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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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신고
2019.11.28.
2019.11.28.
2019.11.27.
2019.11.29.
2019.11.30.
2019.12.02.
2019.12.03.
2019.12.04.
2019.12.05.

확진
2019.11.29.
2019.11.29.
2019.11.30.
2019.12.01.
2019.12.03.
2019.12.03.
2019.12.04.
2019.12.05
2019.12.06.

시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시군구
파주
파주
연천
파주
파주
연천
파주
파주
파주

주소
군내면 정자리 206
군내면 정자리 23
신서면 덕산리 70
군내면 읍내리 511
장단면 거곡리 461
신서면 도신리 산 120
군내면 정자리 572
진동면 하포리 1236
진동면 하포리 1214

결과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비고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3.3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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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2.2.)

❍ [농식품부, 경북 김천(감천), 경기 화성(시화호)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AI) 최종 확인, 2019.12.2.] 경상북도 김천시(감천), 경기도 화성시(시화호)에서
각각 2019.11.25일, 11.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감천)와
국립환경과학원(시화호)의 정밀검사 결과, 2019.12.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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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등
이슈 브리프 1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NOBO브리핑
제74호, 2019.11.25.)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2조 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규모로 편성
❍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변화 가능성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증가가 수반되는 직불제
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
❍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결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직불금 부당수령
해소 방안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등이 요구
<공익형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
❍ [공익형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쌀 편중 및 쌀 생산과 연계된 직불금 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쌀·밭직불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소농직불금)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커질수록 낮은 단가 적용(면적직불금)
❙공익형직불제 사업구조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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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분석>
1. 농가 소득안정 효과의 형평성 및 재원구조 적정성 검토

❍ 농가의 혼란방지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소농의 범위와 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의 구간 및 단가, 재배면적 조정의무 등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
❍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타품목 간의 형평성,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형평성은 일부 확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구간 및 단가 변동에 따라
단년도 및 중장기 소요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2. 쌀 과잉문제 해소 및 시장안정장치 적정성 검토

❍ 쌀이 타작물에 비해 수익성 및 노동생산성이 높고 쌀 생산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작물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
❍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3차례 시행해
왔던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주도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
❍ 정부는 쌀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인데, 쌀 매입·관리 등 시장격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더불어,
시장격리정책이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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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불금이 실제 경작 농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
❍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이행점검 면적의 비중이 40% 수준에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직불금 지급총액 대비 부당수령 적발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할 필요

- 30 -

⎗ 아젠다 발굴

4.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생태·환경 등 농가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경관
보전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
❍ 농업인·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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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2 2019 미래융합포럼 미래유망 융합이슈 8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19 미래융합포럼」(2019.12.4.)에서 발표한
“미래유망 융합이슈 8선”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미래융합포럼」을 ‘융합,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2019년 12월 4일 개최하였으며, ‘디지털 휴머니티’,
‘신체적·사회적 노화 케어’ ‘환경복지시스템’ 등 인간 중심 미래사회 구현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미래유망 융합이슈 8선”을 발표
❙2019 미래융합포럼 미래유망 융합이슈 8선❙
미래유망 융합이슈명

1

디지털 휴머니티
서비스

이슈

융합 R&D 추진방향

• 인간의 일상으로 온 디지털 기술로
미래사회 인간의 인지적·지적 능력
향상

-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일상생활 속
인간의 오감 및 지적 능력 증대

• 인간의 다중 감각을 기반으로
인간-공간-사물 간 일체화된 실감형
최적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기술
구현

2

하이브리드
바이오닉스
서비스

• 미래사회 인간의 신체적·사회적 능력 • 인간 심리 및 행동의 중추인 신경신호
획기적 향상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 인간-기계 통합 구현으로 인간의
신경-기계 인터페이스 내재화를 통한
신체적·사회적 능력 증강
장애극복 기술개발

3

복합 치유
솔루션

• 인체 면역·종양 복잡계의 비밀 해결 • 기존 바이오·의료 중심 면역 치료법 한계
- 인체 복잡계에 대한 수학적·물리학적 극복을 위한 면역·종양 복잡계 원리에
해석을 통한 새로운 항암 면역치료법 대한 수학적 정량화 및 치료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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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융합이슈명

이슈

융합 R&D 추진방향

개발

4

대사질환
치유 솔루션

• 대사질환으로 상실된 신체기능의 복원으로 • 전자·재료·화학·생명·의학 및 심리학,
인간의 항상성 유지 강화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융합을
- 대사질환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대사질환(만성질환) 극복용
회복하는 대사질환 관리 및 치료 플랫폼 생체결합형 인간기능 복원 융합기술 플랫폼
구현
구축
• 건강한 신체로 오래 사는 사회

5

신체적
노화 케어

• 노화코드 개발을 통한 노화, 노인성 질환
정밀 진단·예측 시스템, 노화세포에 대한
- 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 기반의
모니터링·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노화코드를 근거로 노화진단·예측 및
원천기술을 확보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노화 극복 방안 연구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후 대비

6

사회적
노화 케어

• 사용자 중심 생활중재 시스템, 지역사회
중심 노인 돌봄체계 및 실증 리빙랩
- 노년기 생활 기능을 극대화하여 사회
구축으로 사회 노인복지 통합솔루션
참여를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모델을 통해 고령화 사회 대응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치유 강화

7

8

정신 복지
시스템

환경 복지
시스템

-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극복 및
국민의 정신적 웰빙 향유를 위한
사회적·제도적·기술적 종합솔루션
개발

• 인간 정신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적·사회적·문화적·법적·윤리적
시각에서 초학제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사전예방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 터전 구현 • 거주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열환경, 공기,
소음 등 다양한 환경요소 상 위해요소를
- 국민 거주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생활환경의
환경요소를 제어·조정하여 생활의
쾌적성을 개선하는 핵심기술 개발
쾌적함을 향상시키는 청정환경 구축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전정책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2018 Farm Act Retains Conservation
Programs But Could Reduce Payments for Land Retirement”(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전정책
❍ 2018년 농업법에서 보존 관련 예산은 다소 증가
- 2018년 농업법에서의 농업보존정책은 2014년 농업법에서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정책이 그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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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농업법에서는 농업보존정책의 변경이 조금씩 있었지만, 2018년 농업법에서는
기존의 주요보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정책예산만 조금 수정됨.
- 다섯 가지 주요 농업보존정책※은 대부분 환경보존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적인 예산은 2014년 농업법 농업보존정책 예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보존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보존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농업보존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권역보존
제휴제도(Region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RCPP)
❙미국 농무부(USDA) 농업보존정책 예산은 2023년까지 매년 50~60억 달러 전망❙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 보존유보제도의 참여 인센티브가 감소
-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를 2019년 회계연도에 7억 달러로 예산을 편성
했으며, 이는 최근 연도(2018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23년까지 매년 1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반면, 환경질개선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
시킴.
- 즉,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보다 환결질개선지원제도에 예산 편성
비중을 높임.
- 2018년 농업법은 보존유보제도 하에 생산자에게 지불해 줄 수 있는 한 해 평균
지불금이 감소함으로써 땅 소유자의 보존유보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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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 농업부문 고용 실태와 전망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The EU farming employment: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농업부문 고용 실태와 전망
❍ 유럽연합 농업 취업자 수는 2003년 1,310만 명에서 2018년 910만 명※(AWU)으로
지난 15년간 약 30% 감소하였음. 동시에 중소농의 감소와 대농의 증가로 전체적인
농가 수가 줄어들면서 농지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체코나
슬로바키아와 같이 농가 수가 증가한 회원국도 있었음.

※ 농업취업자수는전체농업노동력을정규연간노동단위(Annual Working Unit, AWU)로 변환한값

❍ 가족농 형태가 농업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상업농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었음. 또한, 농업 노동인구의 83%가 파트타임 혹은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였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역내 인력 1.6%, 역외 인력 2.7%로 아직 낮은
수준이었음.
❍ 유럽 농업 노동시장은 최근 기술진보, 청년층과 고학력 인구의 농업 종사 기피,
고령화 등으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 농업인들은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낮은 기술 수용력,
노동 수요의 계절 진폭, 타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토지
대장 누락으로 토지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있음.
❍ 향후 유럽연합의 농업부문 노동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기계화의 진전으로 상업농이 증가하고 중소농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한편,
상업농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모든 농가에 집약적 생산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 중소농은 농촌관광 등 농가수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농업과 비농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농지가격 상승으로 신규 진입 인력
감소가 계속될 것임.
- 제한적 일자리, 사회적 인프라 부족, 삶의 질 악화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인구유출은 도시 주변 농촌에서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35 -

⎗ 아젠다 발굴

- 근로자 고용 시 임금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농가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계절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면서, 중소농가들이 성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추가 인력을
접근·등록·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공동농업정책은 농업·농촌 일자리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음.
공동농업정책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투자 성격과 규모, 경영주 선택※, 영농
체계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경영주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 투자를 할지, 추가 인력을 고용할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 소득 증대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農業所得の増大と農村地域の関連所得の増大’
の検証について」(2019.11.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소득 증대
❍ 일본 농업·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농업·농촌 소득 증대 기본방향❙

❍ [농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쌀, 채소 등의 수요증가로 3년 연속 증가함. 이로 인해 2017년 농업총생산액은
9조 3천억 엔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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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액 증가 원인으로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지속, 와규와 샤인머스켓
등의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임.
- 2013~2017년 농업총생산액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 채소, 과일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농업생산소득] 농업생산소득은 농업총생산액 감소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2014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2017년
농업생산소득은 3조 8천억 엔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2조 9천억 엔(2013년)에서 9천억 엔 증가한 3조 8천억 엔
(2017년)으로 2025년 목표인 3조 5천억 엔을 이미 달성하였음. 향후 더욱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스마트 기술 현장도입 등에 의한 노동력
절감, 고수익 작물 전환, 수출 등을 추진해야 함.
❍ [농촌소득] 농촌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조 엔이 되었으나 2025년
목표인 4조 5천억 엔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식품산업
등 2차·3차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해야 하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도농 교류 추진이 필요함.
❙농업소득 및 농촌소득❙
구분
농업소득
농촌소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5년

2조 9천억 엔
(100)
1조 2천억 엔
(100)

2조 8천억 엔
(96)
1조 3천억 엔
(108)

3조 3천억 엔
(118)
1조 5천억 엔
(125)

3조 8천억 엔
(128)
1조 8천억 엔
(150)

3조 8천억 엔
(128)
2조 엔
(167)

3조 5천억 엔

주: ( )의 숫자는 2013년도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비교치

4조 5천억 엔

❍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활동 중 가공·판매 등 7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농촌소득을 산출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중에서
도농 교류 분야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공·판매 분야는 부진함.
-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가공·판매 등을 하는 6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또한,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내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가공･판매, 수출, 도농 교류, 의료･복지･식품･농업 연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ICT 활용･유통,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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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제4회 미농포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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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미농포럼 주요 내용
<개요>
❍ [제4회 미농포럼※ 개최, 2019.12.3.] ‘4차산업혁명, 농(農)의 혁신성장을 말하다’
이라는 주제로 2019.12.3일 농업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미래농업의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빅데이터·AI를 기반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 미농은 ‘미래의 농업, 아름다운 농업’을 의미하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시･농촌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7년 4월 시작하여 올해가 4번째로 농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이 주관

-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단순히 농민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과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농촌의 환경을 바꾸고, 식량주권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농정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뜻”이라고 강조
-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농산물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해 마케팅해야 한다”고 주문
- (민승규 한경대학교 석좌교수) “4차산업혁명 기술은 기존의 농법보다 좋은 새로운
농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
<기조강연 및 발표>
❍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문재인표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농촌·농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새로운 직불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규모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
- 또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새로운 직불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도록 법적인 토대를 갖출 것”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희망을 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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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농업생산성 향상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농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농정 틀 전환의 프로
젝트를 제시하는 기회가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

※ 농정방향의 전환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로 직접 농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가
진 뒤, 2020년 초 농식품부가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혀
- 특히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개별 농업경영체에서부터 시작해 생산조직과 유통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농정 비전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
❍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Life Tag-Hashtag your life(당신의 라이프를 해시태그
하라)’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계가 소비자 니즈(욕구)의 변화에 부지런히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마케팅 펼쳐야 호응이 있을 것이며, ‘진정성’, ‘일관성’ 있는 소통도 강조
- “요즘 소비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보다 본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산물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잘 정의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
- 그러기 위해선 먼저 소비자와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의 변화부터 읽을 것을
주문하였고, “광고의 주요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20~40대의 70~80%가 일상생활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는다”며 “농업계는 이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
-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는 ‘일상’ ‘진정성’ ‘일관성’을
제시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쁘고 멋진 일상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단다”며 “이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제품보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둔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
하면서 “최근 한 신발업체가 아빠들을 멋있게 꾸며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젝트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았다”며 “소비자의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줌과 동시에 사진을
통해 해당 업체의 운동화를 멋지게 신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넓히는 효과까지
본 것”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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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익 인텔리콘메타연구소 대표는 ‘AI와 프레디쿠스(예측지능)’라는 주제발표에서
“AI가 다양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프레디쿠스로 거듭나고
있다”며 “농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농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
- “인간의 인지편향과 실제 판결 등을 반영해 AI 판사가 탄생했다”면서 “2016년
영국·미국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AI 판사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 사례를
학습하고 사건 5건 중 4건꼴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
- AI는 인간사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예를 설명하면서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며 “미래엔 법률보다는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 더 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률과 판례는 정보량이 너무 적고, 가만히 있어도
무한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라고 언급
- “생명을 다루는 농업 역시 유망분야가 될 것”이라며 “농업분야에서 이같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
<패널·청중 토론>
❍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이 국내외 농업환경을 크게 뒤흔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하며, 소비처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 국내 농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도 우리 농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
- 민승규 한경대학교 석좌교수(좌장)는 “첨단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단언하면서 “지난해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와 중국의 정보
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주최한 ‘세계 농업 AI 경진대회’에서 AI와 사람이 오이재배
시합을 벌였는데 AI가 사람보다 15%가량 많이 생산했다”며 “이처럼 기술은 전에 없던
농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
- 송길영 부사장은 “안전성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 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임영익 대표도 “기술이 농산물의 생산이력을
증명하는 등 ‘신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
- (인재 양성) 한 청중은 “농업 첨단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촌으로 끌어모아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강호진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은 “네덜란드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같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쉽게 농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농민의
소득이 도시민보다 현격히 적은 문제를 우리 농업의 선결과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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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박차) 고병기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우리나라는
소농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을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민승규 교수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소규모 비닐하우스에
접목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면
대농이 아닌 고령농과 청년농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 (소비처 확대 시급) 최성환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은 “가령 지금도 파프리카는
비닐온실에서 3.3㎡(1평)당 80㎏까지 생산하는데 스마트팜이 보급되면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소비처 확대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
-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촌이 고령화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증여·상속세율이
후계농 육성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정확하거나 기관마다
다른 농업통계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 설명
<주요 인사 언급 내용>
❍ [이낙연 국무총리…“4차산업혁명 과정서 소농·고령농 소외 안되게 할 것”] “정부는
품종개량과 기술개발·식품안전을 강화하며 농업의 선진화를 이끌어왔고, 스마트팜을
확산하며 청년인력을 키우는 등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흐름에서 소농·고령농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 [문희상 국회의장…“미래농업·아름다운 농업 만들어가는 데 국회도 최선”] 인사말을
통해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자 생명산업이다. 미래의 농업, 아름다운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시설원예 중심 스마트팜 기술, 노지·축산 분야로 확산”]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라며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스마트팜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
자료: “‘제4회 미농포럼’ 3일 개최…김상조 정책실장,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밝힌다”
(경향신문, 2019.12.2.), “빅데이터·인공지능, 농업에 뿌리내려…지속가능 영농
구현” / “김상조 실장 “정부, 새 직불제 기반 구축…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만들 것” / “소비자의 취향·기호 다양화…농업계도 발맞춰야” / “인공지
능, 예측지능으로 진화…농업도 AI로 혁신을” / “농업의 4차산업혁명 위해
젊은 인재 육성을” / “각계 인사들도 미래농업의 귀추에 주목” / “주요
인사 축하인사”(농민신문,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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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8년 생명표
자료 : 통계청(2019.12.4.)

개요
❍ [통계청, 2018년 생명표 작성 결과 발표, 2019.12.4.]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유지
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

주요 내용
❍ [2018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 82.7년, 전년 대비 0.0년 증가
❍ [2018년 성별 기대수명] 남자 79.7년, 여자 85.7년※, 기대수명 간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년 대비 남자 0.1년 증가, 여자 0.0년 증가

❍ [연령별 기대수명] 2018년 60세 남자는 향후 22.8년, 여자는 27.5※년 더 살 것으로
예상

※ 10년 전 대비 60세의 기대여명이 남자는 2.6년 증가, 여자는 2.3년 증가

❍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확률] 2018년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0.1%, 여자 79.9%※

※ 전년 대비 남자 0.5%p 증가, 여자 0.3%p 증가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2018년 출생아가 향후 악성신생물(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6.3%, 심장 질환은 11.8%, 폐렴은 10.0%, 뇌혈관 질환은 7.9%

※ 전년 대비 및 10년 전 대비 남녀 출생아 모두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가장 크게 증
가

❍ [특정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
된다면 3.6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4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0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OECD 국가와 비교] 한국인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더 높고,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6.0년)는 OECD 평균(5.3년) 보다 0.7년 높아※

※ 이 차이는 프랑스(6.0년), 체코(5.9년)와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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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성·연령별 기대여명, 1970, 2018년❙

❙출생아 기대수명 추이: OECD 평균과 한국❙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용어 정리>
◈ (기대여명;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출생아(연령 0세의 사람)의 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이라고 함.
◈ (사망확률; Probability of dying) 특정 연령( 세)의 사람이 다음 연령(   세)까지 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
◈ (생존확률; Probability of surviving) 특정 연령의 사람이 이후의 특정 연령까지 살아남을 확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특정 연령( 세)의 사람이 장차 특정 사망원인( )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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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자료 : 통계청(2019.12.5.)

❍ [일자리 규모] 2018년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 대비 26만 개(1.1%) 증가
- (형태별)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739만 개(74.3%)이고,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 개(13.1%)
- 임금근로 일자리는 1,920만 개(82.0%)로 전년 대비 14만 개 증가,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22만 개(18.0%)로 전년 대비 12만 개 증가
❍ [조직형태별] 전체 일자리(2,342만 개) 중 회사법인 일자리는 48.2%로 가장 많고, 개인
기업체 일자리는 31.4%
❍ [산업별] 제조업 468만 개(20.0%) ＞ 도·소매업 301(12.8%) ＞ 건설업 207(8.9%) 순
❍ [성별] 20대까지는 남녀가 비슷하나, 30대 이상의 남자 일자리는 전체의 약 60% 수준
으로 성별 격차가 발생
❍ [연령별] 40대(25.9%) ＞ 50대(23.3%) ＞ 30대(22.1%) ＞ 20대(14.2%) ＞ 60세 이상
(13.8%) ＞ 19세 이하(0.8%) 순
❍ [전체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8년이며, 5년 이상
근속 비중은 26.6%
❙산업별 일자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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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인포그래픽❙

※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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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