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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코로나1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확대 선정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합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 1주년 담화문 발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코로나19 대응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운영 외(코로나19)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선, 사전 알림 기능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

[기획] 코로나19 동향 ❙ 코로나19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과제
이슈 브리프 ❙ 세계 정밀농업 시장 동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 지원정책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응책 발표 등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수입(收入)보험 가입 현황조사
언론 동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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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5.3.)

개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 2020.4.27.]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
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2020년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2020년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임.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 앞으로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며,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 가능
❙거리 두기 조절 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제한>
∙ (목표)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

거리두기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제한적 허용>

ó ∙ (목표)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ó

유지
∙ (공공) 일부 운영
∙ (민간) 자제 권고, 업종 제한

개인·집단 위생 관리(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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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 중단 권고, 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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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
-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
-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
◈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2020년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2020.5.3.)
- 정부는 그간 △개인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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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구분

기본수칙

보조수칙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❶ 마스크 착용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❷ 환경 소독

개인
방역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❹ 건강한 생활습관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집단
방역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 별 세부지침) 구성❙
대분류
업무(4)
일상(9)

여가(18)

중분류
일할 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소분류
사무실(직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대중교통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시설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미용업, 목욕업, 도서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여가 등

-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❶ 일상과 방역의 조화,
❷ 학습과 참여, ❸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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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20.4.27.)

개요
❍ [기획재정부,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0.4.2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0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 (주요 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
방안,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경제가 금년 △3%(20.4월, IMF 전망) 역성장 전망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2020년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
<대외경제환경 악화변수 4가지>
Œ 무엇보다 세계교역이 급감※하여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 → 2020.4.1.-20일간 우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 영향 현실화
※ (WTO) 2020년 세계상품무역 13~32% 감소 전망, (IMF) 2020년 전세계교역량 11% 감소 전망
 국제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FDI 급감※※, 위험자산 회피/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변동성/불확실성 급증
※ WTI 5월물 선물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기록(2020.4.20.)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2020~2021년 글로벌 FDI 30~40% 감소 전망
Ž 인적·물적자원의 국가 간 이동(mobility) 단절/제한으로 교역/수주 차질,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 파급
영향 가운데 양자·다자현안 협의도 제약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와 자국우선주의 경향도 노정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취약한 수출망/공급망 문제 제기

❍ 이에 2020년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대외여건 급변과 post-코로나19 라는 모멘텀을
감안하여 다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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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력 견지) 가장 먼저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 강화 및 전방위적 지원
◈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 적시
해소 노력
◈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5월 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 (K방역 등 국제공조)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개척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화(opportunity)하여 국가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
◈ 최근 40여 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
◈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 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 확대

- (양자협력 강화) 수출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의 부상 억제
및 주요국과의 양자(bilateral) 협력도 강화
◈ 변동성·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기업에 추가부담 없도록 대비
◈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속도내는 가운데 특히 중국, 베트남 등 금년 예정된 양자회담 추진,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 등도 착실히 추진

- (post-코로나 대비) 세계경제질서 변화,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post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
◈ 범정부 차원 post-코로나 대비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등 GVC 보강방안과 무역·통상, 해외투자 등 분야별 업그레이드 전략
등을 마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 보강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 안건에는
이에 더하여 ①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②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1억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③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輸銀 국외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약 3배
(1.45억 달러 → 4.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
❚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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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 달러(8.5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전략적 지원을 강화
❍ 신남방 지역 ODA는 ①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ICT 연계, ②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도 추진, ③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

※ 인도 경우 우리가 G8국가 이외 최초로 차관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계기로 1억 달러
이상의 신남방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

❍ 신신북방 지역의 경우,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특히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WB·EBRD 등과 협업을 강화
❍ 한편 신남방·신북방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EDCF 내 보증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②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③ 특히 보건
의료분야 ODA지원 확대 등도 역점 추진
❚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
❍ 지난 1월 대경장에서 수립한 ‘2020 신북방 경협 추진전략’에 따라 우즈벡·러시아
와의 세부 협력방안 협의를 본격화
❍ 2020년 5월 6일 한-우즈벡 부총리(우무르자코프) 간 화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벡 측에서 희망하는 50여 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사업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 러시아의 경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한러 공동투자펀드(1차 4억 달러)도 연내 펀드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
❚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 디지털 교역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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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특히 싱가폴을 시작으로
양자 간 디지털 협정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방침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4.27.)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 2020.4.27.]
정부는 2020년 4월 27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외교부 2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하고, ①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계획안 및 ② 「K-방역」
주제별 웹세미나(webinar) 시행계획안에 대해 협의

※ (제1차 총괄 T/F 참여기관) 정부부처(12):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 유관기관(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
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 (주요 내용)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 방역경험을
웹세미나·영상회의 개최, 정책자료 제공 등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
△위기대응 전략에서부터 진단, 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환자관리,
출입국관리, 유관정책(경제, 교육, 선거) 등을 아우르는 방역 정책 전반에 걸친
주제별 웹세미나※ 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3개월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2020.5.4일 ‘보건 및 방역전략 총괄’을 주제로 하는 1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매 1～2주마다 후속 웹세미나 개최 예정
- (향후 계획)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격주 1회 개최
하여 협력 현황을 점검·조정하는 한편, 국별·지역별·소그룹별 다양한 협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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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0.5.4.)

❍ [중소벤처기업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2020.5.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

※ 벤처형 조직: 2019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경우 국민 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
※※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 코로나 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비용부담과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발굴 등을 지원

- (주요 내용)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도입※,
△비대면 기반(Untact)의 경제 환경에 대비 벤처형 조직(6명 내외)로 온라인 경제
프로젝트 가동(2020.5월 말 예정)

※ 이번 프로젝트는 인플루언서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판매
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과 연계하고, 3D 스캔 활용･VR체험･플래그십 스토어
신설 등 소상공인제품의 스마트쇼핑을 지원하며 제품 특성에 따른 최적의 온라인 채널
입점을 지원할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5.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5.3.(일) 0시 기준
5.4.(월) 0시 기준
변동

630,973
633,921
(+)2,948

확진환자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10,793 9,183 1,360
10,801 9,217 1,332
(+)8 (+)34 (-)28

검사현황
사망
250
252
(+)2

계
620,180
623,120
2,940

검사 중 결과 음성
8,588 611,592
8,176 614,944
(-)412 (+)3,352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 4일 0시)”,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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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020.4.30.)

개요
❍ [정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4.30.]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총량 변화) GDP 대비 재정수지 △0.4%p, 국가채무 +0.2%p
❙총량 변화(단위: 조 원, %)❙
구분

2019년 본예산

◇ 총수입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국가채무
(GDP대비, %)

476.1
(6.5)
469.6
(9.5)
6.5
(0.3)
△37.6
(△1.9)
740.8
(37.1)

1)

본예산
481.8
(1.2)
512.3
(9.1)
△30.5
(△1.5)
△71.5
(△3.5)
805.2
(39.8)

2020년
1차 추경2)(A)
481.6
(1.2)
523.1
(11.4)
△41.5
(△2.1)
△82.0
(△4.1)
815.5
(41.2)

주: 1) 2020년 본예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상성장률 전망(3.8%) 기준
2) 2020년 추경: 2020년 경제정책방향 경상성장률 전망(3.4%) 기준

2)

2차 추경 (B)
482.2
(1.3)
531.1
(13.1)
△48.9
(△2.5)
△89.4
(△4.5)
819.0
(41.4)

1차 추경 대비
(B-A)
0.5
8.0
△7.4
(△0.4%p)
△7.4
(△0.4%p)
3.4
(0.2%p)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 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

※ ① 1～3단계 종합패키지(32조 원), ② 금융안정 패키지(135조 원), ③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④ 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 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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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재원 4.6조 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 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
(3.4조 원) 최소화
❍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
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 ⇨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 만에 국회 통과

추경 주요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12.2조 원
❍ [지원대상 및 단가] 전 국민 지급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단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 1人 40만 원, 2人 60만 원, 3人 80만 원, 4人 이상 100만 원

❍ [재원소요] 12.2조 원 (지방비 2.1조 원 포함 시 총 14.3조 원)
- (총 재원) 총 14.3조 원 = 국비 12.2조 원 + 지방 2.1조 원※

※ (정부안) 총 9.7조 원 (국비 7.6, 지방 2.1)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 1조 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 [국비조달] 국채발행 3.4조 원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 원※

※ 정부안 7.6조 원 + 추가구조조정 1.2조 원 (지방비 추가부담분 국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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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운영]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 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미(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활용)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 원
◈ 당초 정부안 △7.6조 원 + 국회심의과정 △1.2조 원 추가
◈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 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 집행점검을 통한 절감 사업
②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③ 금리·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 [코로나19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➊ 개도국 여건 변화,
➋ 대학 개강연기, ➌ 행사 등※) (△0.4조 원)
➊
➋
➌

※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등 집행곤란
개강 연기 및 방학 축소에 따라 교내 근로장학금, 대학 시설공사 집행곤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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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2.4조 원)

※ F-35A(△0.3조 원), 해상작전헬기(△0.2조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0.1조 원) 등
※ 軍 시설(행정･종교시설 등) 발주지연(△0.1조 원), 철도･국도･항공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0.8조 원), 상･하수도 입찰 일정 감안 소요(△0.2조 원) 등

❍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 인건비
절감(△0.8조 원), 청사신축사업 감액 (△0.1조 원)
❍ [금리·유가 변동] ①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0.3조 원), ②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 (△0.3조 원)

※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 (2020년 예산편성 기준) 2.6 → (변경) 2.1
※※ 국제유가(두바이, $/bbl): (2019.12월 말) 67.3 → (2020.4.28.) 16.6

❍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 (△2.8조 원)

※ 원/달러 환율(₩/$): (2020년 예산편성 기준) 1,190 → (2020.4.28.) 1,223

❍ [기금 등 재원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한국
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활용(△1.7조 원)

※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반환 확대(0.5조 원), 주택도시기금(1.0조 원) 및 농지관리기금(0.2조 원) 공자예탁 확대
※※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농촌학자금융자 초과 공급분)
<참고: 국회 심의과정 추가 감액 주요 내용(△1.2조 원)>
◈ (코로나19 영향) (행사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 축소 등: △329억 원, (연수비) 행정부·국회·
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35억 원
◈ (집행점검 등을 통한 사업비 조정) (국방)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 △850억 원,
(SOC) 국도·철도·공항 등 집행 애로사업 감액 조정: △2,144억 원, (기타)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 △1,910억 원
◈ (공공부문 고통분담) (인건비)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삭감: △822억 원
◈ (유가·금리 하락 추가 반영) (유가)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감액: △733억 원, (금리)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자상환액 절감: △69억 원
◈ (기금 등 재원 활용) (기금 재원 활용)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 +4,900억 원, (세외수입)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 +27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행정안전부)
❍ [대상확인]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URL: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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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 가구): 2020.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2020.5.11일 신청 시작 → 2020.5.13일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향후 계획] 정부는 2020년 5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담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 원)❙
구분

2020년 본예산

2020년 1회 추경

2020년 2회 추경

512.3
180.5
72.6
8.0
9.0
24.2
23.7
23.2

523.1
185.5
72.9
8.0
9.0
24.2
27.5
23.2

531.1
185.4
72.8
8.0
8.8
24.2
27.3
22.4

8. 농림·수산·식품

21.5

21.5

21.3

9. 국방
10. 외교·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공공행정

50.2
5.5
20.8
79.0

50.2
5.5
21.2
79.5

48.7
5.2
20.8
91.4

◇ 총지출
1. 보건·복지·고용
2. 교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경
5. R&D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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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확대 선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4.28.)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확대 선정, 2020.4.28.] 2020년 4월 27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
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를 2020년 사업자※※로 최종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
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통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
부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을 추진 중
※※ 2019년부터 2개 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이 시범 구축되고 있으며, 2020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역(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을 추가로 선정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
거점 건립 지원사업

- (주요 내용) 혁신타운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
돌봄,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과 향후 확장성·자립화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각 타운 당 3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될 계획
- (기대 효과) 협업·집적화, 지역산업 연계 등을 통한 기술혁신 성장지원, 주민
직접고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문제 해결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4.29.)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4.29.]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2020년 4월 29일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

※ 지역관광추진조직: 지역 주민과 정부(지역자치단체 등)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
※※ 강원 평창군, 경기도 고양시, 충북 단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전남 여수시, 경북 고령군, 경북 포항

- (주요 내용) △주민 주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사업 연계로 관광수요 창출,
△관광안내판 개선, 친절 서비스, 인력 양성 등 찾아오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력,
△‘지역 주민의 눈으로’, 지역관광 실태조사 및 관광 연계 시스템 운영, △각
지역관광추진조직의 다양한 관광활동을 통한 지역관광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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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결과(지역순)❙
구분 지역
1

강원
평창

2

경기도
고양

3

충북
단양

4

충북
제천

5

충남
보령

6

충남
홍성

7

전북
고창

8

전북
익산

9

전남
강진

10

전남
여수

11

경북
고령

12

경북
포항

법인명

사업개요

사단법인 • (기획사업1) 평창군의 관광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중심의
누리집 제작 및 온라인 불만족도 조사 등 관광품질 개선
평창군
관광협의회 • (기획사업2) 홍보여행(팸투어)과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등 전략적 홍보
마케팅 실시
• (기획사업1) 고양시 맛집, 멋집 인증 및 인증업체 품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고양시
교육을 통해 고양시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품질개성과 업체 역량 강화
관광컨벤션
•
(기획사업2) 고양관광공유체험파크라는 신규 관광명소를 개발, 고양시 대표 상징물
협의회
(랜드마크)로 성장
사단법인 • (기획사업1) 관광아카데미 및 체류형 여행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품질 개선
단양군
• (기획사업2) ‘단양 오고(5GO)’ 임무여행(미션투어)을 통해 치유와 건강의(힐빙)
관광협의회
관광도시 이미지 브랜드 구축과 체류형 관광유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획사업1) 관광종사자 맞춤교육과 안내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접점에서의
(사)제천시
관광품질 서비스 개선
관광협의회 • (기획사업2) 제천 북부권과 도심권의 관광실태 조사를 통한 대상 지역 마케팅 전략
수립과 콘텐츠개발로 경쟁력 있는 관광홍보 콘텐츠 발굴
재단법인 • (기획사업1) 머드룸 지원 사업 및 보령여행 기획자(큐레이터)를 양성하는 등의 관광
품질 개선
보령축제
•
(기획사업2) 해양자원과 내륙자원을 활용한 밤여행 프로그램, 보령머드축제 연계
관광재단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관리 강화
주식회사 • (기획사업1) 홍성관광통(홍성군 관광분야 민관 협의체)을 구축하고 관광안내 통합콜
행복한여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관광품질 개선
나눔
• (기획사업2) 홍성군 관광 예약 통합 시스템 및 플랫폼 구성 등의 관광자원관리 사업 추진
재단법인
• (기획사업1) 관광 공동체 창업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성장 주도
고창문화
관광재단 • (기획사업2) 관광 안내 앱 개발 등의 관광산업 품질관리
• (기획사업1) 익산역 중심 관광지 소프트웨어(관광정보, 영문메뉴판 등)를 개선하는
(재)익산문화 등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재단 • (기획사업2) ‘지역주민주도형 익산역 활성화 프로젝트<ᄋᄉᄋ>’ 등의 이색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관광자원관리 사업 추진
(재)강진군 • (기획사업1) 재현배우 문화해설, 관광지 안내 등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사업’을
실시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안내 품질 개선을 목표
문화관광
• (기획사업2) 푸소(농박+농촌체험)와 관광지 여행을 연계한 ‘1박 2일 푸소체험 시내
재단
관광’ 등을 기획해 관광객 소비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기획사업1) 민관협의 연결망, 관광발전 세미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실시해
(사)여수시
여수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및 연계망을 강화
관광협의회 • (기획사업2) 도심 시내관광 체험상품을 운영하는 등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품개발
사단법인 • (기획사업1) 고령 관광정보 시스템(GTIS) 플랫폼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주도 관광 구현
고령군
•
(기획사업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상품관리를 통해 관광서비스
관광협의회
품질 제고
포항문화관광 • (기획사업1) 택시 및 버스운전원 대상 역량강화교육과 음식 숙박업소 위생 및 친절
캠페인 실시로 관광품질개선
사회적
협동조합 • (기획사업2) 유휴공간을 행사, 공연, 벼룩시장 개최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색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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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필수
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합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1.)

❍ [산업통상자원부, 화상 통상장관회의 결과 공동 각료선언문 발표, 2020.5.1.] 산업통상
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년 5월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들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가졌으며, 동 회의 계기에 통상장관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

※ (싱가포르) 찬 춘싱(Chan Chunsing) 통상산업부 장관, (캐나다) 메리 응(Mary Ng) 국제
무역부 장관, (호주)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뉴질랜드)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 (추진 배경) 한국 주도로 개최된 금번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
에서의 한국 측 제안을 반영한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 계기에 유사 입장국끼리 공조하여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
<공동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Œ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Ž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 (향후 계획) 유명희 본부장은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
(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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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 1주년 담화문 발표
자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0.4.23.)

개요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 1주년 담화문 발표, 2020.4.23.]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2020년 4월 23일 농특위 출범 1주년※(2020.4.25.)
즈음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혀

※ 2020년 4월 25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농특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에 따라 대면 형식의 기자회견을 지양하고 박진도 위원장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대신 코로나19 대응방침이 2020.5.6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발맞춰 국민소통 행사를 진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코로나 사태로 닥칠 수도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정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지난 1년간 농특위에 참여한 150여 명의 위원들과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등에 참여한 연인원 3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며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틀 전환을 역설했다”고
자평
- ‘농정 틀 전환’을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예산구조 변화 제시, 수산직불금 논의 발화, 농수축임협의 개혁 방안
본회의 의결, 경축순환농업 실행 대타협 결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의제설정, 농수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자원
순환형 임업실현방안 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성과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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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농특위가 향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전환하려는 의지도 천명
-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사회
협약을 제시했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 향후 범국민적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 농특위가 추진 중인 사회협약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기능과 공익적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 사회협약 외에도 농정예산구조 재편,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수산물 가격안정 정책,
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 수립, 농어촌 활성화 정책, 농어촌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협치농정에 기초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정분권을 위한 조직과 제도 혁신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피력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고 농특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며
“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성원을 당부
❍ 한편, 농특위는 오는 2020년 5월 중순 코로나19 방역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즈음한 ‘사회적
대화기구 발족 및 농정 토크쇼’를 비롯해, ‘찾아가는 간담회-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과 토크쇼’ 등 국민소통 3대
기획 행사를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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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

❍ [농식품부,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2020.5.1.]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 (주요 내용) △공익직불제 시행…2020년 5.1일~6.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로 전환, 현장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 (신청･접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관련정보) 농식품부공익직불제전용페이지URL: https:/ www.mafra.go.kr/mafra/2477/subview.do
※ (문의처) 각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
- (향후 계획) 신청접수(2020.5.1.~6.30.),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
하게 이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 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

※ (주요 내용)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ㆍ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9.)

❍ [농식품부, 코로나 19 대응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운영, 2020.4.29.]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안심
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바로
마켓’을 2020년 4월 29일 개장
- (주요 내용) △기간…2020.4.29.~바로마켓 정상개장 까지(매주 수·목요일 10:00~17:00),
△장소…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 주차장, △규모※…60여 농가, △품목※※ …
농가별 꾸러미 또는 단품(3종류)으로 구성, △구매방법…사전 구매(02-6300-8376
전화주문) 및 현장 구매

※ 농가를 2개 조(30여 농가/조)로 편성하여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장터 참여
※※ 채소, 과일, 화훼, 양곡, 버섯･임산물, 가공, 축산물, 수산물, 반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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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

❍ [농식품부, 코로나19 대응 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2020.5.1.] 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 대한민국김치협회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던 국산 김치의 모바일
판매를 추진
- (추진 배경)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납품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 극복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등 고품질 김치의 판로 확대를 지원
- (주요 내용) △김치온…숙성도 등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김치 선택
가능,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할인쿠폰 제공, △우체국…업체에는 제품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소비자에게는 10% 할인쿠폰 제공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

❍ [농식품부,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2020.5.1.]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

※ 농식품부는 지난 2020.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실측 조사(2020.2월)에 따라
평년 대비 증가 예상면적(500ha 내외)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3～4월간의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과 통계청 마늘 재배면적(2020.4.20. 발표)
등을 고려하여 평년 대비 예상 초과물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시행

- (주요 내용) △2020년 3월 중 실시한 면적조절에 이어 마늘 수급안정에 충분한
물량인 5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수요확대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추진,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 비축과 농협 수매물량 시장출하 정지※※

※ 출하정지(1.5만 톤), 정부비축(1만 톤), 농협 수매확대(1.5만 톤), 수출(4천 톤), 수입산
종구 대체(2천 톤), 소비촉진(4천 톤), 자율적 수급조절(3천 톤)
※ 2020.5월 중 출하정지를 우선 실시하고, 2020.6월 말 최종 생산단수 실측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 등 대책물량 조정 예정
※※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 수매확대 물량도 12월까지 판
매를 정지하여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

- 20 -

⎗ 정책동향

스마트팜 장기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7.)

❍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모집, 2020.4.27.]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의 교육생을 2020년 5월 4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모집
- (주요 내용) △청년 농업인 208명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무료 교육, △2020년 7월 말에 선발한 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9월부터 20개월간 교육 실시, △교육
수료 시 스마트팜 임대농장(3년, 성적우수자) 우선입주,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율 우대 혜택 제공

※ 전북 김제, 전남 고흥(순천대 시설 활용 병행),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 각 52명씩 208명 선발 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개요>
◈ (목적)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 (사업내용)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장기보육
(최대 20개월, 교육비 무료) 프로그램 제공
구분
입문과정
(150h)

과정별 주요 내용
• 창농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정착 지원, 온실 설계·관리, 양수분
급배액, 양액재배, 스마트팜 운영관리, 해외전문가 특강 등

교육형실습
(6개월, 480h)

• 보육센터 실습장 등을 활용하여 6개월간 현장 실습하며 경험 축적, 컨설팅·현장
지도, 우수 스마트팜 사례 벤치마킹 등

경영형실습
(12개월, 960h)

• 자기 책임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기회 제공,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도 교육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9.)

❍ [농식품부,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 2020.4.29.]
카자흐스탄 내 한국형 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자로 나래트랜드사(社)가
주관이 되는 ‘K2 Agro Farm(이하 K2 Agro)’ 연합체(컨소시엄)가 최종 선정

※ ‘K2 Agro’ 연합체는 적설･강우량이 많은 기후에 특화된 스마트팜 구축계획, 토마토･오이･
딸기 재배계획 등 운영계획이 우수하였으며, ‘K2 Agro’ 제안서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2020.5월) 및 2021년 6월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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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5개 지자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8.)

❍ [농식품부,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5개 지자체 선정, 2020.4.28.]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공모사업’
최종 5개 시·군(충북 제천, 충남 서천, 전북 김제, 전남 곡성, 경북 의성)을 선정

※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특색
있는 농촌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목적)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 (주요 내용) △상품 내용…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식사·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의 지역단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선정된 시·군은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3억 6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 농촌에서 2～3일 머무르며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일정으로 구성
❙지역별 상품명❙
연번
1
2
3
4
5

지역
충북 제천시
충남 서천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상품명
제천 자드락 치유 캠프
내가 만들어 즐기는 서천 끌림여행
지평선 논두렁놀두렁! 김제농촌체험 여행
곡성 여기愛‘시골갬성, 힐링충만, 섬진강따라 농촌여행’
볼수록 매력적인 의성 올來

- (향후 계획) 지자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찾아가는 양조장 등 농촌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농업·
농촌의 문화·역사·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전문가 현장자문 등을 실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농업･농촌 자원: 국가중요농업유산,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양조장, 경관 지역,
국유림(명품숲), 농촌융복합산업인증업체, 농촌테마공원,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촌교육
농장, 농가맛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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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음식료품ㆍ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9개업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4.)

❍ [농식품부, 음식료품·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9개 업체 선정,
2020.5.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
하는 음식료품·목재업종 중소·중견업체를 공모하여 평가한 결과, 서안주정(주)
등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

※ 서안주정(주), 오케이에프(주), ㈜파리크라샹, ㈜오리온, ㈜농심, ㈜오뚜기,(주)삼양사,
대상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주요 내용) △선정된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목표관리제※)에서 3억 원(배출권
거래제※)까지 지원,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3년간(2021~202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
- (기대 효과) 9개 중소·중견 업체를 선정하여 폐열회수 감축설비 지원 등으로
연간 약 4,558tCO2 감축이 예상되며, 음식료품·목재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음식료품·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농림축산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규제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에너지경
영시스템 등의 도입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대상) 음식료품·목재업종 분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지원 예산) 1,926백만 원※(지원조건: 국비 50%(부가세 제외),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하며 지원한도 초과분은 업체 자부담
◈ (사업기간) 협약일~2020.12.31.
◈ (지원내용)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설비(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지원
- 중소기업·신규진입자(중견기업 포함)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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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선, 사전 알림 기능 강화
자료 : 환경부(2020.4.27.)

❍ [환경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선, 사전 알림 기능 강화, 2020.4.27.]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4월 28일부터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2017년부터 법적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가축분뇨 및 액비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의 물질)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내용)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
◈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
-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
◈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와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
-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
◈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
-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방지

- (기대 효과)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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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4.29.)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4.29.]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
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부터 4월 2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20건 추가 검출※되었으며 총 580건 확진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580건): 파주 96건, 연천 228건, 철원 29건, 화천 219건, 양구
3건, 고성 3건, 포천 2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4.29.)❙

구분
신고
확진
1 2019.10.02. 2019.10.03.

시도
경기

․
․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강원
경기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1.
2020.04.22.
2020.04.22.
2020.04.22.
2020.04.22.
2020.04.22.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4.
2020.04.26.
2020.04.26.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3.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4.
2020.04.26.
2020.04.27.
2020.04.27.

시군구
주소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화천
연천
연천
포천
파주
파주
파주
파주
화천
연천
파주
연천
연천
화천
연천
철원
연천

상서면 봉오리 산56
상서면 봉오리 산56
화천읍 풍산리 산267
상서면 노동리 산33
화천읍 풍산리 산129
화천읍 풍산리 949
백학면 노곡리 산79-1
장남면 반정리 662
관인면 중리 산297-11
진동면 서곡리 산106
진동면 하포리 산122
장단면 거곡리 808
장단면 거곡리 808
간동면 방천리 산1
왕징면 작동리 831-7
군내면 방목리 산241
연천읍 부곡리 산68
연천읍 부곡리 산68
화천읍 풍산리 967
연천읍 부곡리 산52
갈말읍 동막리 산199
백학면 두일리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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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성

비고
DMZ 내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민통선 외(약 6.0 km)
민통선 외(약 6.0 km)
민통선 외(약 2.5 km)
민통선 외(약 7.0 km)
민통선 외(약 9.9 km)
민통선 외(약 10.0 km)
민통선 외(약 3.3 km)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5.3 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1.4 km)
민통선 내
민통선 내
민통선 외(약 13.8 km)
민통선 외(약 13.8 km)
민통선 외(약 10.5 km)
민통선 외(약 13.4 km)
민통선 외(약 1.7 km)
민통선 외(약 1.3 km)

⎗ 정책동향
구분
신고
확진
573 2020.04.26. 2020.04.27.

시도
경기

574
575
576
577
578
579
580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2020.04.26.
2020.04.26.
2020.04.26.
2020.04.27.
2020.04.27.
2020.04.27.
2020.04.27.

2020.04.27.
2020.04.27.
2020.04.27.
2020.04.28.
2020.04.28.
2020.04.28.
2020.04.28.

시군구
주소
연천 연천읍 부곡리 산69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읍 부곡리 산75
왕징면 강서리 산231
미산면 아미리 790-6
신서면 대광리 산142
중면 합수리 산1
중면 합수리 산220
왕징면 노동리 산76

결과
비고
양성 민통선 외(약 13.6 km)

양성 민통선 외(약 13.9 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2.7 km)
양성 민통선 외(약 2.1 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1 km)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2020.4.2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15개국, 5,583명)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수칙 등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

※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2020.2월～, 연중 계속)
※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구성한 15개국 다언어로 제작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2020.3월)
※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언어 홍보영상’ 보급 예정(2020.5월)

❍ [환경부, 멧돼지 ASF 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 2020.4.29.]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사체 일제수색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폐사체 155건을 발견·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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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코로나19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과제 등
[기획] 코로나19 동향

코로나19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이슈와 논점, 제1703호, 2020.4.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는 그 영향이 글로벌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됨.
- 현재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사재기’나 이른바 ‘식량보호주의’
현실 인식에 기반한 곡물 수출 제한조치, 이동제한과 확진자의 증가 탓에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는 농산업 부문 노동 인력 공급의 차질 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음.
❍ 최근의 식량위기론은 글로벌 물류 이동의 제한, 노동 투입의 지체, 실물경제의 충격,
내부안정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고려 등에 기인함.
- 이에 국제기구의 권고도 종전의 식량위기 때와 달리 주로 원활한 물류 흐름의
중요성이나 시장 심리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돌아보면서, 혹시
라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차분하게 대비해야 때임.
<식량위기론 대두>
❍ 현재 국제사회에 드리운 식량위기론은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 차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두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취동위(QU Dongyu)
사무총장이 당시 “다양한 이동 제한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각국의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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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2020년 3월 31일 FAO는 물론 WHO(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
세 개 주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함.
-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연쇄적인 수출제한을 유발함
으로써 글로벌 식량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인 만큼, 이
성명은 세계 각국이 가급적 식량 공급사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무역 흐름을
지나치게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봉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함.
❍ 국제기구의 이러한 경고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제한 및 중단 조치※가
발동되기 시작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 곡물 수출량을 2020.6월 말까지 700만 톤으로 제한, (우크라이나) 200만 톤의
밀 수출 쿼터 설정, (베트남) 2020.4월과 5월 각각 40만 톤의 쌀만 수출(전년 대비
40% 감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식량수입국) 대규모 곡물 비축 동향 감지

<대응과제>
❍ 국제기구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당장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우리 사회 내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이번 사태로 악화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가령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기 어려워진 학생이나,
복지단체 급식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등의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여파가 확산되면 앞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함.
❍ 둘째, 농촌현장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면 밭작물이나 시설재배 작물 등의
작황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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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현재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국가적·
외교적 차원에서 기존 출입국 관리 차원 이상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정부의 해외 식량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가령 해외농업자원의 비상 시 반입명령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곡물운반선 및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넷째,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들 품목은 특히 가공식품이나 사료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 식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쌀과 함께 이들 양곡의 비축 관련 인프라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기간설비와 사회적 위험관리 비용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다섯째,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농정당국의 투명하고 가독성 높은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국내외 농산물 수급(물류·유통 포함) 및 재고 현황, 농산업계 대응 동향, 농식품
물가 추이, 국제기구 및 언론 보도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시로 모니
터링하면서 그 함의와 당국의 고민, 전략 등을 널리 공유하여, 관계자와 소비자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고 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할 것임.

이슈 브리프

세계 정밀농업 시장 동향

※ Markets and Markets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Precision Farming Market Technology,
Application, Offering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5”(2020.3.)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세계 정밀농업 시장 동향
❍ 정밀농업 시장은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25년 128억 달러로 연평균 12.7%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성장 요인은 농산물 수요 증가, 농업인의 변량 시비※·원격
감지·지도 기술 사용 증가, 정부 지원 증가 등임. 한편, 농업인들은 최적 생산량
달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밀농업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

※ 토지 위치에 따라 시비량을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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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농업 시장 중 하드웨어 시장이 202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그러나
2020-2025년에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서비스 수요 증가로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 제어기, 드론/무인비행기, GPS/GNSS, 관개 제어기, 지침 및 조향 시스템, 모니
터링 기기, 센서 사용이 증가했음.

❍ 지도 기술※은 노지에서 농기계와 트랙터의 중복 사용을 감소시켜 연료·노동·시간을
절약하고 토양다짐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GPS/GNSS 기반 기술과 GIS 기반
기술로 분류됨.

※ 지도기술의 주요구성요소는GPS/GNSS, DGPS 수신기, 안테나, 제어기, 지침및조향장치,
휴대용장치, 디스플레이, 데이터이력기록장치, 음향기기등임.
※※ 토양이너무많이다져지면통기성불량뿐만아니라뿌리의성장과배수에큰방해가됨.

❍ 정밀농업 기술은 수확량 모니터링, 토양 구분, 병해충 위험 평가, 재고 관리, 변량
시비, 재고 관리, 농가 노동력 관리, 재무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이 중 수확량
모니터링이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며 노지 상황 파악과 수확량 극대화에 필수적
역할을 함.
❍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이 2020년 정밀농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APAC 순이었음. 정밀농업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전문적 지식 부족임.

※ 미주지역은 초기에 정밀농업 기술을 수용했음. 주요 기업으로는 Deere & Company,
Trimble, AGCO 코퍼레이션 등이 있음.
❙지역별 정밀농업 시장 규모(단위: 십억 달러)❙

출처: Markets and Markets 웹페이지(https://www.marketsandmarkets.com/, 2020년 4월 28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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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 지원정책
※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Coronavius Food Assistance Program”(2020.4.17.)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식품지원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
❍ 2020년 4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에 19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
- (농업분야 지원) 미국 코로나 지원금※(Coronaviurs Relief Bill) 2조 2천억 달러 지원
규모 대비 0.86% 수준

※ 미 상원, 코로나19 대응 595조 원 추가 지원 예산안 통과(2020.4.22.)
- (농가에 직접 지원) 160억 달러를 코로나19로 실질 피해를 받은 농업인에 지원
- (농무부 구매) 미국 농무부는 지역단체를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구매※하고, 푸드뱅크, 지역커뮤니티에 제공

※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1억 달러씩 매달 구매 예정
❍ 추가적으로 미국 농무부는 지역 사회 및 푸드뱅크 요청이 있으면 8억 7,330만 달러
규모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푸드뱅크에 제공할 예정
❍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FFCRA)과 코로나19 지원, 구제, 경제안전법(CARES)에
의거하여 최소 8억 5천만 달러를 푸드뱅크 행정 비용 및 농무부 식료품 구매에 지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응책 발표 등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Commission announces exceptional
measures to support the agri-food sector”(2020.4.22.), “Short-term
outlook: despit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Coronavirus outbreak, EU
agri-food sectors show resilience”(2020.4.2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응책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들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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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비축 지원) 민간 부문 유제품(탈지분유·버터·치즈)과 축산물(쇠고기·양
및 염소고기) 재고 비축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최소 2~3개월에서 최대 5~6개월)
시장 물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민간 부문에서 해당 품목을 비축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재고 비용을 지원함.
- (시장지원 프로그램 탄력적 운영) 와인·과일·채소·올리브오일·양봉 부문에 대한
시장 지원프로그램과 EU 우유·과일 학교급식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즉, 회원국들은 재원 사용 우선순위를 위기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
- (경쟁 규정 예외적 완화) 시장 안정을 위해 경쟁규정(CMO 규정 제222조)을 완화할
것임. 예를 들어, 낙농가들은 우유 생산량을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화훼와
감자 부문에서는 시장 물량 회수가 허용※됨.

※ 단, 이러한 결정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소비자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이상 조치들이 2020년 4월 말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전에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음.

EU 집행위원회, 농식품 시장 단기 전망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EU 농산물 시장 단기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품목별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음.
❍ 2019/2020년 곡물 생산량은 2억 9,400만 톤으로 예상되나, 2020/2021년에는 소폭
감소한 2억 8,780만 톤으로 예상됨.
❍ 2019/2020년 유지작물 부문 중 유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12년 만에 최저치인
1,490만 톤을 기록하지만 2020/2021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임.
❍ 2019/2020년 두류 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50만 톤으로 예상됨.
2019/2020년 설탕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740만 톤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전체 소비량 역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단, 가정에서 소비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음.

❍ 2019/2020년 올리브오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이 감소한 약 200만 톤임. 그러나
충분한 재고량으로 가용성은 여전히 높음. 코로나19에 대응한 격리 조치 이후,
올리브오일 소매판매액은 생산국 중심으로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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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와인 소비량은 직년 5개년 평균보다 8% 낮은 1억 8백만 헥토리터일
것으로 전망됨. 소매 판매액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와인
소비가 중지됨에 따라 스파클링과 고품질 와인에 대한 소비는 감소했음.
❍ 2019/2020년 과일과 채소 수요는 역내 소비 증가로 평균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생산량은 1,080만 톤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가 오렌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최근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음.
❍ 2019년 우유 집유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이며, 202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로 집유 과정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집약도가 낮은 유제품 생산은 증가할 것임.
❍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고 수출량 역시 증가하는 반면, 식당
폐쇄로 고품질 치즈 판매는 감소할 것임.
❍ 2019년 쇠고기 생산량은 낮은 가격과 마릿수 감소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도 비슷할
전망, 반대로 가금류 생산은 2020년에도 높은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나 코로나19로 일부 품목(오리, 비둘기)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음. 돼지고기
생산량은 아시아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임.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수입(收入)보험 가입 현황조사
※ 일본정책금융공고 「収入保険加入状況等調査結果(令和2年1月調査)」(2020.4.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입(收入)보험 가입 현황조사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2020년 1월 재해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농업환경 조사를 시행
하였음.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수입보험제도 가입현황 등을 조사함.
❍ [가입현황] 전체 후계농업인(주요 농업인)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하였음’
26.4%, ‘가입예정임’ 18.2%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4.6%로 조사됨.
- (법인) ‘가입하였음’ 24.1%, ‘가입예정임’ 17.8%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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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가입하였음’ 27.5%, ‘가입예정임’ 18.4%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5.9%
- (업종별)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과수 분야의 가입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음.
❙법인·개인 및 전체 수입보험 가입현황❙

❍ 수입보험 가입 이유로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농업공제 등 타 제도보다 유익’이 20.5%,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보험이 없었음’이 6.7%로 조사됨.
❍ 수입보험 가입 계기로는 ‘NOSAI(농업 공제)의 권유’가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농협의 정보 제공’이 31.3%, ‘행정·보급에서 정보제공’이
23.9%로 조사되었음.
❍ 수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농업공제 등, 국가의 다른 보상제도 이용
중임’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수입보험제도를 잘 모름’이 26.2%,
‘자기(自己) 자금으로 대응함’이 19.8%로 조사됨.

언론 동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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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동향
❍ [언택트 경제 급부상]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AC(After Corona·코로나 이후) 시대의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언택트(Untact·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구조까지 변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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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커머스·
배달 두드러져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에 육박하면서 가파른 성장세 지속※

※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 조사에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결제금액이 가장 큰 비율로 늘어난 업종은 배달로 나타남.
- (소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장년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 온라인 쇼핑의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 주문결제용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나 셀프 계산대를 설치한 곳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
- (금융) 금융권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로 영업점에서만 처리하던 대출
이나 외환 등의 신규 업무를 인터넷뱅킹이나 키오스크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거나
금융상담도 챗봇(채팅하는 로봇)이나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해 비대면화하는 추세
- (의료) 의료분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4일
부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 한편, 비대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술정보(IT)에 기반을 두어 온라인 소비와 IT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 지역은 정보화 지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
❍ 2020년 4월 27일 최대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1~3월) 국내 FMCG(일용소비재)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구매액이 7.7% 상승,
신선을 제외한 식품이 14.0%의 구매액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FMCG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신선 식품은 6.4% 증가하고, 비식품은 1.2% 감소

※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공포가 본격화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3월
28일까지 총 12주 동안 칸타 월드패널 사업부가 운영하는 5,000명의 가구 패널을 대상
으로 FMCG 구매 내역을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

-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집밥
확산으로 이어져 채소, 육류 등의 소비도 함께 늘었으며, 육류 중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순으로 성장

- 35 -

⎗ 아젠다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매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92.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전체 매출은 하락했지만 식품군은
모두 매출이 상승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집밥이 급식과 외식을 넘어서며 특정 식재료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증, 특히 달걀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개학이 연기돼 사라진 급식 수요와 줄어든 외식 수요를 넘어섰다는 분석
- 2020년 5월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달걀(특란 30개)의 소매가격은
5,528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부터 두 달째 가격이 상승하며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삼겹살(국산냉장)은 지난해(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으로 가격이 폭락한 이후 1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2020년 1월 100g당
1,690원에서 4월 100g당 2,019원으로 연일 오름세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외식은 줄고 집밥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돼지고기를 사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줄어
들었고, 돼지고기 삼겹살·목살의 재고량은 줄고, 갈비 재고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유통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한 결과(2020.4.26.)

-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신선식품 구매액 성장률은 채소 20.6%, 쌀 17.7%,
육류 14.6% 순으로 나타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으면서 소비자들이 안전을 고려해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져, 단순한 유기농을 넘어 사육 환경까지
철저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 유통 업계도 동물 친화적인 환경에서 키운 ‘동물
복지※’ 육류를 잇따라 선보여

※ 동물 복지 인증: 대량 밀집 사육으로 생산한 육류가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에 따라 도입한 정부 인증제도로 ▴동물 고유 습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넓은
사육 공간을 확보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 등을 활용하는지 심사,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점검해 농식품부가 인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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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중국 우한 재래시장의 식용 야생동물 거래
과정에서 확산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비자가 음식에 관해 재고하게 됐다”며
“이런 변화는 소비하는 음식 종류부터 수확·생산·준비·저장과정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코로나 귀농(歸農)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자국민의 귀농을 독려
- (러시아※)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농가 인력난이 심각해진 탓에 5월부터 콩과
옥수수 파종기가 시작되는 러시아에서는 일부 대학생이 수업 대신 귀농을 준비
중이며, 인테르팍스통신은 2020년 4월 29일 러시아 연해주(州) 농업국이 대학생
400명을 모집해 농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

※ 러시아 농가는 매년 파종기인 4～6월, 수확기인 10～11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노동자
수만 명을 고용해옴.
- (프랑스) 디디에 기욤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최근 TV에 출연해 “프랑스 농가는
일손 20만 명을 잃었다”며 “식당과 호텔 직원, 미용사 등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프랑스 농업의 위대한 군대(농가)에 합류하라”고 호소
- (영국※)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장관은 2020년 4월 26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영국 농가는 필요 인력의 3분의 1만 확보한 상태”라며 “무급 휴가 상태인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에 가서 과일과 채소의 수확을 도왔으면 한다”고 언급

※ 영국은 2002.4월 초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특별 전세기로 데려
오기까지 했지만, 2019년 7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
- (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끊겨
영농철을 맞은 농촌 지역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각급 기관·단체에 “농번기까지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독려
❍ 코로나19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의존한 세계 농업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 자국 토지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형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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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후이 중국 후난(湖南)성 로우디직업기술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2020년 4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국제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에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
-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곡물 비축시설의 확충과 의무 비축
제도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
❍ 불황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식당·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이 붕괴 위기에
몰리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상품권깡’ 등 현금화
악용 늘어 영세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
-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액면가의 10~37.5% 할인 혜택을 준 후, 이를 세금
으로 메우는 식인데 ‘상품권 깡’ 또는 환불 규정을 악용해 현금화하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빈번해져 지역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취지는 사라져 버리고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지적 제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글로벌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와 JBS, 스미스
필드 푸드, 카길※ 등이 도살장과 정육 공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미국 아이오와
주 정부는 최근 농장 주인들과 함께 수천만 마리 돼지들을 대규모 안락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0년 4월 27일(현지시간) 전해

※ 이들 업체는 2020년 4월부로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지역 도살장과 가공 공장
20여 곳 운영을 중단했고, 타이슨 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은 최근 도살장 폐쇄를 이유로
제휴 농장 돼지와 닭･소 수백만 마리를 안락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정육 공장들이 폐쇄되면서 북미
지역에 베이컨과 햄 등 고기 부족 사태가 올 것으로 예고하기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육류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인공육’이 새로운 대체품으로 급부상

- 38 -

⎗ 아젠다 발굴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0년 4월 26일 미국 소비자테이터그룹 닐슨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 지난 2020년 4월 11일부터 18일동안 미국 내 식물성 육류대체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0%, 지난 8주 동안 265% 증가※했다고 보도

※ 생산･유통과정에서 자동화가 많이 이뤄진 식물성 육류가 도축장, 가공 공장 등에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진짜’ 육류에 비해 이동 제한령 및 봉쇄조치에 덜 취약하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제 시장에서 ‘식물성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고기에 비해 작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
자료:

“마트 삼겹살 사는 사람 늘고…식당 갈비 재고는 쌓이고”(경향신문,
2020.4.26.), ““감염될라” 비대면 소비 활기…정보 취약계층 ‘소외 그림자’”
(농민신문, 2020.4.27.), “코로나에 판 커지는 美 대체육류 시장”(문화일보,
2020.4.27.), “코로나發 강제 홈코노미 시대…간편식·핸드워시·담배 불티
나게 팔렸다”(아시아경제, 2020.4.27.),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연합뉴스, 2020.4.27.),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요”…코로나탓에 美 닭·돼지 수백만마리 안락사 대란”
(매일경제, 2020.4.28.), “지역상품권 1조7000억 풀렸다는데…상인들은
“구경도 못했다””(조선일보, 2020.4.28.), “‘고기대란’ 오나…대형 육가공
업체 잇딴 폐쇄 "공급망 무너진다”(한국경제, 2020.4.28.), “코로나 100일…
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이데일리, 2020.4.29.), “비싸도
‘동물복지 상품’이 잘 팔린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조선일보, 2020.4.29.),
““장보기가 두렵다”…금값 된 달걀·돼지고기”(아시아경제, 2020.5.1.),
“코로나에 속타는 농심…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동동”(news1,
2020.5.2.), “프랑스도 러시아도 "농활 가실분”(조선일보,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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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4.28.)·농림축산식품부(2020.4.29.)

개요
❍ [통계청,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2020.4.28.]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 정책수립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전국3,000농가(가구원2인이상2,900개, 1인단독100농가), (조사기간) 20191.1.～12.31.

농가 소득
❍ [2019년 농가 평균소득※] 4,118만 원, 전년 대비 2.1%↓

※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소득종류별 농가소득(단위: 천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소득
34,524 34,950 37,215 37,197 38,239
농업소득 10,035 10,303 11,257 10,068 10,047
농업외소득 15,705 14,799 14,939 15,252 16,269
이전소득
5,844 6,819 7,906 8,783 8,902
비경상소득 2,940 3,029 3,114 3,095 3,022

2018
구성비
42,066 100.0
12,920 30.7
16,952 40.3
9,891 23.5
2,302 5.5

2019
증감률
구성비 (2019/2018)
41,182 100.0
-2.1
10,261 24.9
-20.6
17,327 42.1
2.2
11,230 27.3
13.5
2,364 5.7
2.7

- (농업소득) 1,026만 원, 전년 대비 20.6%↓※

※ 농업경영비가 5.9% 늘었고, 농업총수입이 3.7% 줄어 전년 대비 20.6% 감소

- (농업외소득) 1,733만 원, 전년 대비 2.2↑※

※ 사업외소득은 1,150만원으로급료수입(농외임금) 등이줄어든영향으로전년대비0.5% 감소한
반면, 겸업소득은 583만 원으로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

- (이전소득) 1,123만 원, 전년 대비 13.5%↑※

※ 사적보조금 감소(5.1%↑), 공적보조금(14.1%↑) 증가

- (비경상소득) 236만 원, 전년 대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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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단위: 천 원, %)❙
2013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10,035
30,648
23,155
7,397
96
20,613
32.7

10,303
32,179
22,942
9,071
165
21,875
32.0

11,257
33,654
22,760
10,530
365
22,398
33.4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10,068
31,279
21,357
9,222
699
21,211
32.2

10,047
30,580
21,069
8,029
1,482
20,533
32.9

증감률

구성비 (2019/2018)

구성비

12,920
- 10,261
35,757 100.0 34,436 100.0
24,708 69.1 23,299 67.7
10,027 28.0 10,478 30.4
1,022 2.9
659 1.9
22,837
- 24,175
36.1
29.8

-20.6
-3.7
-5.7
4.5
-35.5
5.9

❙농가의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단위: 천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외소득
15,705 14,799 14,939 15,252 16,269
- 겸업소득
4,182 3,751 3,733 3,855 4,406
- 사업외소득 11,523 11,048 11,206 11,397 11,863
이전소득
5,844 6,819 7,906 8,783 8,902
- 공적보조금 5,200 6,207 7,231 8,138 8,237
- 사적보조금
643
613
675
645
665
비경상소득
2,940 3,029 3,114 3,095 3,022

2018
구성비
16,952 100.0
5,398 31.8
11,554 68.2
9,891 100.0
9,262 93.6
629 6.4
2,302
-

2019
증감률
(2019/2018)
구성비
17,327 100.0
2.2
5,828 33.6
8.0
11,499 66.4
-0.5
11,230 100.0
13.5
10,569 94.1
14.1
661 5.9
5.1
2,364
2.7

가계지출
❍ [2019년 농가 평균 가계지출] 3,534만 원, 전년 대비 4.5%↑
- (소비지출) 2,722만 원, 전년 대비 4.6%↑※

※ 주류 및 담배,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기타상품 및 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보건,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등의 지출이 늘어 전년 대비 4.6% 증가

- (비소비지출) 812만 원, 전년 대비 4.2%↑※

※ 사적 비소비지출 4.6%, 사회보험납부금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 3.3%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
❙농가의 가계지출(단위: 천 원, %)❙

2018
2019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9/2018)
농가가계지출 30,264 30,555 30,613 31,049 30,640 33,828 100.0 35,339 100.0
4.5
- 소비지출 24,184 24,466 24,741 24,999 24,738 26,033 77.0 27,221 77.0
4.6
- 비소비지출 6,080 6,089 5,872 6,050 5,902 7,794 23.0 8,118 23.0
4.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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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부채
❍ [2019년 말 기준 농가 평균자산] 5억 2,946만 원, 전년 대비 6.8%↑※

※ 고정자산 4억 5,199만 원, 유동자산 7,747만 원(전년 대비 각각 6.2%↑, 10.7%↑)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연말 기준(단위: 천 원, %)❙

구분

농가자산
- 고정자산
- 유동자산
농가부채
- 농업용
- 가계용
- 겸업·기타용

2013

2014

2015

2016

2017

400,580
330,123
70,458
27,363
11,715
7,729
7,918

431,823
349,894
81,929
27,878
11,778
7,539
8,562

453,580
358,793
94,787
27,215
11,917
7,754
7,543

474,309
368,226
106,084
26,730
11,924
7,756
7,050

505,881
386,714
119,166
26,375
10,618
8,588
7,170

2018
2019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2019/2018)
495,687 100.0 529,455 100.0
6.8
425,721 85.9 451,987 85.4
6.2
69,966 14.1 77,469 14.6
10.7
33,269 100.0 35,718 100.0
7.4
13,687 41.1 14,506 40.6
6.0
9,980 30.0 11,138 31.2
11.6
9,602 28.9 10,074 28.2
4.9

❍ [2019년 말 기준 농가 평균부채] 3,572만 원, 전년 대비 7.4%↑※

※ 용도별로 농업용, 가계용, 겸업･기타용 모두 늘어났으며, 농업용 비중이 40.6%로 최고 높아

부문별 지표
❍ [전ㆍ겸업별] 겸업농가가 전업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가 더 많아
❙전·겸업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전업농가
1종겸업 농가
2종겸업 농가

2017
42,066
34,222
49,348
50,814

농가소득
2018
41,182
31,727
49,409
52,598

증감율
-2.1
-7.3
0.1
3.5

가계지출

자산

부채

35,339
29,148
37,016
44,032

529,455
512,057
592,567
534,738

35,718
26,309
46,038
46,378

❍ [주ㆍ부업별] 전문농가와 부업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많아
- 농가소득은 부업농가가 5,193만 원으로 농가평균에 비해 1.3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
가계지출도 부업농가가 4,319만 원으로 가장 많아
❙주·부업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주업 전문농가
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2018
42,066
54,243
22,531
49,748
37,744

농가소득
2019
41,182
51,595
21,859
51,932
34,788

증감율
-2.1
-4.9
-3.0
4.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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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

자산

부채

35,339
37,836
24,175
43,194
35,442

529,455
652,524
404,792
588,793
384,832

35,718
49,713
13,781
44,659
32,127

⎗ 통계·조사

❍ [영농형태별] 축산농가의 자산 및 부채는 다른 영농형태의 농가에 비해 가장 많고,
특히 부채는 농가 평균에 비해 3.1배 수준
- (농가소득) 축산농가가 7,547만 원으로 농가평균에 비해 1.8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
논벼 및 채소, 과수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낮아, (가계지출) 축산농가가 4,023만 원
으로 가장 많고, 논벼 및 채소, 과수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낮아
❙영농형태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논벼
과수
채소
축산

2018
42,066
32,787
38,016
30,773
78,243

농가소득
2019
41,182
30,246
35,273
28,844
75,466

증감률
-2.1
-7.8
-7.2
-6.3
-3.5

가계지출

자산

부채

35,339
27,380
33,112
29,764
40,229

529,455
514,758
584,151
404,491
980,696

35,718
15,168
24,533
24,965
109,289

❍ [경지규모별] 5.0ha 이상인 농가의 소득은 8,149만 원으로 농가평균의 2.0배 수준으로
높고, 가계지출, 자산, 부채도 가장 많아
❙경지 규모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2018
42,066
35,757
35,933
41,023
48,660
60,345
82,782

농가소득
2019
41,182
35,053
36,198
39,519
47,187
53,389
81,494

증감율
-2.1
-2.0
0.7
-3.7
-3.0
-11.5
-1.6

가계지출
35,339
33,621
33,720
34,370
36,216
39,423
50,532

자산
529,455
404,404
466,158
588,074
599,194
749,846
911,085

부채
35,718
28,220
30,165
34,915
30,160
51,910
101,494

❍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50대 경영주에서 가장 많고,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는
40대 이하 경영주 농가에서 가장 많으며,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을 전년과 비교
하면 70대 이상는 3.3%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별에서는 증가
- 40대 이하 경영주 농가의 자산은 8억 2,081만 원으로 평균농가에 비해 1.6배,
부채는 1억 4,566만 원으로 4.1배 수준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
42,066
51,559
66,619
46,385
28,953

농가소득
2019
41,182
55,219
66,745
47,398
27,989

증감률
-2.1
7.1
0.2
2.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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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
35,339
55,664
53,115
38,391
26,383

자산

부채

529,455
820,810
605,847
582,148
446,561

35,718
145,655
75,133
37,390
15,135

⎗ 통계·조사

❍ [지역별] 전년 대비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남, 제주는 증가한 반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
- 한편, 경기, 충남, 전북, 제주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 제주의 가계
지출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 지역별로 가구 구조 및 특성(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이 다르고 표본오차가 존재함
으로 지역 간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비교는 곤란
❙지역별 농가수지(단위: 천 원, %)❙
구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42,066
48,508
37,544
40,129
43,510
45,090
39,476
40,921
37,521
48,630

농가소득
2019
41,182
50,576
38,727
39,220
44,019
41,214
39,320
37,547
36,923
48,963

증감율
-2.1
4.3
3.2
-2.3
1.2
-8.6
-0.4
-8.2
-1.6
0.7

가계지출

자산

부채

35,339
42,804
34,702
33,549
33,959
32,889
32,895
32,325
33,615
43,985

529,455
896,295
464,675
481,892
530,823
379,365
344,399
411,169
464,360
921,802

35,718
59,652
34,473
22,825
35,351
23,534
26,805
28,860
29,976
75,128

<용어정리>
∙ 농가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000㎡(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준 시점 현재 120만 원 이상(시가 평가)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경영주) 농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농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전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1종겸업 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겸업 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 (전문농가)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 (유동자산) 현금,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 44 -

⎗ 통계·조사

분석 및 향후 계획
❍ [농업소득] 주요 과실·채소류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

※ [쌀] (2018 수확기) 193,568원/80kg → (2019 수확기) 189,964 (전년 대비 △1.9%)
※ [양파] (2018 평균) 785원/kg → (2019 평균) 594 (전년 대비 △24.3%)
※ [돼지] (2018 평균) 4,296원/kg → (2019 평균) 3,779 (전년 대비 △12.0%)

❍ [농업외소득]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 지속적인 농가소득 다각화
추진으로 겸업소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 (2018) 1,524개소 → (2019) 1,624개소
※ 농촌관광객 수: (2018) 1,237만 명 → (2019) 1,307만 명

❍ [이전소득] 직불금(밭·조건불리) 단가 인상※(5만 원/ha),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13.5% 증가

※ 밭고정직불금(만 원/ha): (2018) 50 → (2019) 55, 조건불리직불금(만 원/ha): (2018) 농지
60, 초지 35 → 65, 40
※※ 농업인 국민연금 월 평균급여액: (2018) 272천 원/월 → (2019) 289 / 기초연금
지급 소득기준액(단독가구 기준): (2018) 1,310천 원/월 → (2019) 1,370

❍ [향후 계획]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형직불제, 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

※ 농업재해 보험 대상 품목: (2018) 73개 품목 → (2019) 78 → (2020) 83

- 주요 채소류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측체계를 확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하며 주요품목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계획

※ 주요 채소류 약정물량(생산량 대비 비율): (2019) 542천 톤(12%) → (2020) 700(15%)
- 또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2020.5.1)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

※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기 완료(2020년 1～2월)
- FTA 등 시장 개방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돼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분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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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천원)
40,000

37,215

42,066

41,182

38,239

37,197

30,000
20,000
10,000
11,257

10,068

10,047

12,920

10,261

2015

2016

2017

2018

2019

0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추이(2019년 연말 기준)❙
고정자산

농업용 부채

유동자산

(천원)
500,000
400,000

가계용 부채

겸업기타용 부채

(천원)

94,787

106,084

358,793

368,226

119,166

77,469

69,966

40,000
33,269
30,000

27,215

26,730

26,375

2015

2016

2017

35,718

300,000
200,000

386,714

425,721

451,987

20,000

10,000

100,000
0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

2019

❙경지규모별 농가수지❙
농가소득

(천원)

가계지출
81,494

80,000

60,000

53,389
47,187
41,182
35,053

40,000

36,198

39,519

50,532
20,000

35,339

33,621

33,720

34,370

36,216

39,423

0
평균

0.5ha 미만 0.5 ∼ 1.0ha 1.0 ∼ 2.0ha 2.0 ∼ 3.0ha 3.0 ∼ 5.0ha 5.0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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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
농가소득

(천원)

가계지출
66,745

70,000
60,000

55,219
47,398

50,000
41,182
40,000

27,989

30,000
20,000

55,664

53,115
38,391

35,339

26,383

10,000
0
평균

40대 이하

50대

70대 이상

60대

❙영농형태별 농가수지❙
농가소득

(천원)
80,000

가계지출
75,466

60,000
41,182
35,273

40,000
30,246
20,000

35,339

28,844

27,380

40,229

33,112

29,764

과수

채소

0
평균

논벼

축산

❙지역별 농가수지❙
농가소득

가계지출

(천원)
50,576

48,963

50,000

44,019

41,182
40,000

41,214

38,727

39,220

34,702

33,549

33,959

32,88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39,320

37,547

36,923

32,895

32,325

33,615

전남

경북

경남

30,000
20,000

43,985

42,804
35,339

10,000
0
평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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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4.29.)

개요
❍ [농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0.4.29.] 반려동물
양육현황 확인, 동물보호 의식 수준 등 실태파악을 위해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

※ 양육 여부, 입양경로 등 53개 항목에 대해 2019.10.31일～11.7일까지 국민 5천 명 대상
온라인 패널조사 실시(신뢰수준 95%±1.39%p)

조사 결과
❍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이며, 개 495만 가구 598만 마리, 고양이 192만
가구 258만 마리로 파악
◈ 양육 가구 추이: (2015) 21.8%(457만 가구) → (2017) 28.1%(593) → (2018) 23.7%(511) →
(2019) 26.4%(591)
◈ 가구당 평균 마릿수: (2015) 개 1.28마리, 고양이 1.74마리 → (2017) 개 1.30, 고양이 1.75 →
(2018) 개 1.30, 고양이 1.50 → (2019) 개 1.21, 고양이 1.34
◈ 전국환산 마릿수 추이: (2015) 개 513만 마리, 고양이 190만 마리 → (2017) 개 662, 고양이 233
→ (2018) 개 507, 고양이 128 → (2019) 개 598, 고양이 258

- 동물등록 참여율은 지속 증가(2018년: 50.2% → 2019년: 67.3%)하고 등록제도 인지도
상승(‘모른다’는 답변 2018년: 31.4% → 2019년: 19.6%)
◈ 동물등록 답변 추이: (2015) 25.3% → (2017) 33.5% → (2018) 50.2% → (2019) 67.3%
◈ 등록제도를 몰라서 동물 미등록: (2017) 31.3% → (2018) 31.4% → (2019) 19.6%

- 지인 간 거래를 통한 입양이 다수(61.9%)를 차지하나, 동물보호시설 입양은 지속
증가(2018년: 3.7% → 2019년: 9.0%)
- 반려견 소유자 62.9%가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 48 -

⎗ 통계·조사

- 49 -

⎗ 통계·조사

❙2015년~2018년 국민의식조사 주요 결과❙
구분
조사방식※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반려동물 양육가구(전국환산)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개)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고양이)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개)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고양이)
동물등록 여부 비율
지인 간 거래
입양
펫샵
경로
보호시설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한다

2015
3천 명 전화조사
21.8%
457만 가구
1.28마리
1.74마리
513만 마리
190만 마리
25.3%
12.2%

2017
5천 명 전화조사
28.1%
593만 가구
1.30마리
1.75마리
662만 마리
233만 마리
33.5%
63.7%
21.3%
4.8%
-

2018
2천 명 면접조사
23.7%
511만 가구
1.30마리
1.50마리
507만 마리
128만 마리
50.2%
61.0%
31.3%
3.7%
-

※ 연도별 조사표본 숫자와 조사방식이 달라 기존 수행된 조사들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2019
5천 명 온라인조사
26.4%
591만 가구
1.21마리
1.34마리
598만 마리
258만 마리
67.3%
61.9%
23.2%
9.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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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