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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외(코로나19)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코로나19 대응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본격 시동 외(코로나19)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2021년도 신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공모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등

▮아젠다발굴
•
•
•
•
•

[기획] 트렌드 ❙ 사회·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6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
언론 동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 정책동향

정책동향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6.)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2020.5.6.] 2020년 5월 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
하여 ① 그간 산업·기업 지원대책 점검, ②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주요 내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대 변화로 진단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기본 방향❙
기본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질서재편에 적극 대응하면서 선도국 부상
◈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강점 활용 →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
 보건환경
➊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➋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등)
➌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핵심
추진
과제

➍ 비대면산업 육성(*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➎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철강: 수소환원 제철, 정유: 바이오 연료 등)
 기업경영
➏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➐ 기업 간 연대 및 협력(업종 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업종 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인력 교류 등)
 교역환경
➑ 글로벌 협력 리더십(*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 선도, 추가 무역장벽 설정 중단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질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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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전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 [1.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빌게이츠: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빌게이츠, 2020.4.23.)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

-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장 폴 로드리그: “글로벌 경제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2020.4.20.)
❍ [2.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 에릭 존스: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존스홉킨스대 교수, 2020.4.21.)

-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
❍ [3.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 애덤 투즈: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美 컬럼비아대 교수, 2020.4.13.)

-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마크 카니: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前 英 중앙은행 총재,
2020.4.16.)

❍ [4.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
(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유발 하라리: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하는 것” (‘사피엔스’ 저자, 2020.3.20.)

❍ [5.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헨리 키신저: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前 美 국무부장관, 2020.4.4.)
※ 알렉스 캘리니코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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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대 산업전략
❚ 보건환경
❍ [➊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 [➋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 시에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 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 [➌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 경제활동
❍ [➍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 [➎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 기업경영
❍ [➏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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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치
❍ [➐ 경제주체 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 간·기업 간 한국型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 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업종 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시스템반도체 상생팹 개요(안)>
◈ (내용)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 일부를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에 개방
※ 월 3만 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구축 → 이 중 월 1만 장 이상을 국내 팹리스 기업이 이용
◈ (생산 칩)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 등
※ (DDI) Display Driver IC, (CIS) CMOS Image Sensor, (PMIC) Power Management IC

❚ 교역환경
❍ [➑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입국허용 등 성과사례>
◈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선언문 발표※
(2020.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2020.3.26.) 후속 조치
◈ 중국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2020.5.1.) →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헝가리 → 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2020.4.30.)
◈ 베트남 → 기업인 출장단 340명 입국(2020.4.29.) 등

❍ [향후 계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 2020년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2020.하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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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해외 주요 석학 등의 발언 정리 (국내외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

◈ 자유방임 주의가 퇴조하면서 세대에 걸친 정치·경제 격변 초래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유무역 후퇴, 고비용 경영 도래도 특징

 바이러스와의 전쟁: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경쟁
◈ 빌게이츠: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
※ 빌게이츠 개인 블로그(2020.4.23.)
◈ 헨리 키신저: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으며 개별 노력은 한계”
※ 前 미국 국무부 장관(2020.4.4.)

❍ 코로나19 재유행과 다른 종류의 감염병 창궐에 대한 우려
- 올 가을 내 재유행 가능성이 크며 전시상태 상황 빈발 가능
- 세계적 방역 시스템 정비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95%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진단키트, 접촉 추적기술 보급도 중요

❍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정보교류와 공동대응 노력 필요※

※ 의료장비의 생산 및 보급,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생산라인을 독점 대신 人類化

 세계 경제의 지역화·분절화: 세계화 퇴조
◈ 마크 카니: “코로나19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화”
※ 前 영국 중앙은행 총재(2020.4.16.)
◈ 장 폴 로드리그: “글로벌 경제는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2020.4.20.)
◈ 헨리 키신저: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城廓時代)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 前 미국 국무부 장관(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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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퇴조] 백신 개발까지는 여행 및 글로벌 교류 제한 지속 → 경제가 지역
블록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
❍ [GVC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 →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신흥국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低임금 매력이 상쇄되며 늘어진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 이동
→ 특히,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의 국내생산 노력이 확대될 전망
- 기술력이 높은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화 계속 → 기술력 外 투명성
까지 갖춘 한국은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 기회

※ (반도체) 메모리 칩,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자동차) 수소차
 非대면 경제 본격 활성화: 악수(握手)의 종말
◈ 에릭 존스: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 존스홉킨스대 교수(2020.4.21.)

❍ [비대면 확산] 온라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중장년층·국가 등도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을 경험하고 효용성 확인 → 비대면 경제 본격 확산
❍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5G, 통신장비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전망
 저유가 기조 장기화: 에너지 산업 변화
◈ 골드만삭스: “코로나19,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2020.3.31.)

❍ 공급과잉 + 원유수요 지속 감소 → 에너지 기업의 과감한 혁신 요구
❍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급락으로 수익성 악화
- 정유·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
 효율 중심주의 후퇴: 고비용 경영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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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투즈: “포스트 코로나,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 美 컬럼비아대 교수(2020.4.13.)
◈ 마크 카니: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 前 영국 중앙은행 총재(2020.4.16.)

❍ [비용증가] ‘低비용’ 효율중심주의에 근거한 기업 경영 퇴조 전망 →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재고 및 인력,
예비병실, 바이러스 대응팀 등 상비군 유지 비용 감수

※ 충분한 재고 확보비용, 생산 내부화에 따른 임금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 등

- 기업은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관리하고 과학자 판단 존중

※ 통계분포 상 끝(꼬리) 부분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충격 강도가 높은 리스크

❍ [성장제약] 비용부담 증가, 투자 여력 감소 및 보수적 경영 확산 우려
 상호 의존하는 사회: 경제주체 간 연대 강화
◈ 유발 하라리: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하는 것”
※ ‘사피엔스’ 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2020.3.20.)

❍ 위기대응을 위해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➊ 연대(solidarity),
➋ 공정(fairness), ➌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팬데믹이 끝나면 기업들은 “전쟁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로 평가받을 것(종업원 대우,
협력업체 관리, 고객응대 등)

 정부역할 확대: 新자유주의 퇴조
◈ 알렉스 캘리니코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2020.3.24.)
◈ 유발 하라리: “코로나19로 빅 브라더 사회 앞당길 수도”
※ ‘사피엔스’ 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2020.3.20.)

❍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
❍ 전염병 대응을 이유로 밀착감시 사회(surveillance state) 도래 가능

- 7 -

⎗ 정책동향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5.7.)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5.7.] ①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③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안건이 논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시(2020.4.22.)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하였는 바,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 재원소요 1.5조 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2020년 5월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

❍ [지원 대상] ➊ 특고·프리랜서…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➋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➌ 무급휴직자…2020.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②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 [지원요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천만 원-2억 원-50%기준)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혜대상자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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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소득지원…월 50만 원 × 3개월분(총 150만 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 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 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고용서비스의
제공…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1)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 2)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방식]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
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 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 [추진 일정] 사업공고(2020.5.18.~5.31., 2주간)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2020.5.25.) → 신청·접수(2020.6.1.~7.20.)※ → 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단, 일정은 변경 가능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 [추진목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
❍ [추진방향] 2~3년 시계에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

※ 기존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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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 +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하여 ‘경제구조 고도화 + 일자리 창출’
❍ [프로젝트/과제선정 4대 원칙] ➊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 21세기형 뉴딜※, ➋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➌ 전 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
➍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선정

※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
※※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
※※※ 경제 파급 영향이 작은 소규모 세부사업 지양

1.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1-1.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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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① 수집 - ② 개방·결합 - ③ 거래 - ④ 활용 전 주기 인프라 강화
- (수집·개방)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거래)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 강화
- (활용) 데이터·AI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 마련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ㆍ활용 확대
-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금융)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공)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 (산업)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센터 구축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1-2.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
-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 확충
❍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 촉진
-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 실감컨텐츠를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1-3.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 AI 본격 활용 촉진을 위한 AI 데이터ㆍ인프라 확충
-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 집중 양성
❍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 융합 프로
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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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서비스(교육 등) 확산 기반 조성
-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 비대면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
- 점증하는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3.

안전ᆞ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확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 확충
-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4.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일정] (2020.5월 2주, 잠정) ‘한국판 뉴딜 추진 TF’ Kick-off 회의 →
(2020.5월 2주~4주)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 검토 → (2020.6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계기에 「한국판 뉴딜세부 추진방안」 발표※

※ 한국판 뉴딜 최종방안은 추후 발표

❍ [예산 관련 사항] 2020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 반영, 여타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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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3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자료 : 행정안전부(2020.5.4.)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2020.5.4.] 2020년 5월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 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

※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
※※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2020.5.8일까지 지급 완료

❙시도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단위: 건, 백만 원, 2020.5.4. 18시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금지급 대상가구
가구수
금 액(A)
2,864,735
1,302,698
407,861
188,527
239,310
111,245
148,067
69,217
144,437
67,373
76,213
35,774
72,727
33,901
42,874
19,682
8,659
4,000
491,637
204,140
118,771
54,595
110,029
50,795
151,308
70,360
164,087
76,094
197,016
90,809
235,738
108,962
221,963
101,674
34,038
15,550

지급완료 가구
가구수
금 액(B)
2,834,073
1,290,226
402,220
186,157
237,219
110,363
146,231
68,439
142,702
66,658
75,247
35,371
71,614
33,448
42,441
19,503
8,525
3,947
486,097
202,086
118,036
54,290
108,592
50,214
149,787
69,736
162,504
75,437
195,236
90,081
233,850
108,183
220,189
100,950
33,583
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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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ㆍ접수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5.7.)

❍ [정부, 2020년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2020.5.7.] 정부는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20년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

※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방식 3가지>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
으로 처리
※ 관계 규정: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긴급재난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

※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긴급재난기부금 신청 화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사이트
링크 및 안내전화번호 등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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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2020.5.8.] 2020년 5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
- (추진 배경)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20.3.12.)」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 및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중점투자 방향을 추가
- (주요 내용) △경제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R&D와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투자 강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대응 기술 역량을 적시에 확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일몰사업에 대한 추가적 일몰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투자공백 방지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기본방향 수정(안)❙
4대 분야 11대 중점 투자방향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③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④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⑤ 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⑧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⑩ 국민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

위기대응 강화

⑪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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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5.)

❍ [산업통상자원부,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2020.5.5.] 2020년 5월 5일
한국을 포함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21개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Statement on COVID-19 by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을 발표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21개국을포함한세계최대경제협력체
※※ 당초 지난 2020.4월 개최를 추진하였던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되었으며, 이번 선언문은 별도의 화상 통상장관 회의 개최 없이 APEC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도하에 채택

- (주요 내용) △의약품, 의료장비, 농식품 등 필수품의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시행 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협력
방향이 포함
<APEC 통상장관 코로나19대응 위한 합의문 주요 내용>
Œ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개방 유지
 필수 상품·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촉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노력, 교역로(trading links)의
개방 유지 및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Ž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하고,
WTO에 통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및 정보 공유 및 민간·학계·국제사회의 파트너와 공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APEC의 디지털 아젠다 강화

- (향후 계획) 정부는 APEC 고위급 관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 후속회의에서 금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구체화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5.8.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5.7.(목) 0시 기준
5.8.(금) 0시 기준
변동

649,388
654,863
(+)5,475

확진환자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10,810 9,419 1,135
10,822 9,484 1,082
(+)12 (+)65 (-)53

사망
256
256
0

계
638,578
644,041
5,463

검사현황
검사 중 결과 음성
8,429 630,149
8,867 635,174
(+)438 (+)5,025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 8일 0시)”,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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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20020.5.6.)

개요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2020.5.6.]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
하였으며,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편성지침: 2021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
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주요 내용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
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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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 (보조사업)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
(600여 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 시 신규사업에 준하여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500여 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
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

※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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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설계비 요율(1,000억 원 공사사업 기준): (건설) 2.79% → 2.68～2.94% (통신)
5.3% → 4.83～5.70%
-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

※ 예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억 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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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구조혁신 TF 2차 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20.5.7.)

❍ [기획재정부, 범정부 구조혁신 TF 2차 회의※ 개최, 2020.5.7.] 2020년 5월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 2020년 경
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된 구조혁신 20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혁신 TF(전담팀) 산하 작업반
※※※

에서 발굴·검토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참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5대 분야 20대 최우선 과제 제시: 산업혁신(4개), 노동혁신(4개), 공공혁신(5개), 인구
구조변화 대응(4개), 사회적 인프라 확충(3개)
※※※ 산업혁신반, 고용･노동반, 재정공공반, 사회적 인프라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개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발 빠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인식하에, 구조혁신 TF를 통해 20대 최우선 과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발굴한 작업반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함.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2020.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0년 5월 7일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

※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블록체인사업은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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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20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 △블록체인 대표
시범사업 착수보고(공공 1, 민간 1※), △자유토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후속 사업으로 연계되거나, 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라온시큐어(분산신원증명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제안)는 분산신원증명을 활용한 도민증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공공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내용을 소개
※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메디블록(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은 의료
전자문서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환자가 종이서류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술적 목표를 제시
❙2020년도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주요 내용❙
구분 번호
1

2

과제명(제안기관)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활용 전 단계의 무결성 확보와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 및 법 집행의 신뢰성
(경찰청)
강화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

• 노지작물(콩)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 전 단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농산물 물가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 유통 과정 신뢰성
증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 복지급여 관계기관 간 투명한 정보 공유로 중복수급 차단 및 중재
3
관리 플랫폼 구축
기관 없이 처리 가능한 플랫폼 구축
(보건복지부)
4

공공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강원도)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6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7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8
신뢰 플랫폼 구축
(세종특별자치시)
5

9

•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및 원료 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확인함으로서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 환자 개인의 혈당, 혈압 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공유하여
AI 학습소를 거쳐 환자 맞춤형 셀프케어 서비스 제공
• DID 기반 도민증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제 가구로 인입되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보 신뢰성 제고
• 자율주행차의 보안/신뢰성 제고를 통해 인명사고 방지 및 위변조
방지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인식 제고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민자사 간 정확한 데이터 공유를 통한 블록체인
정산 플랫폼 구축
기반 정산체계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의 단축 및 업무 효율성 증대
(한국도로공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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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과제명(제안기관)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 운행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용 가이드라인
10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마련 및 중고 배터리 표준관리(표준안) 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1

민간

2

3

소상공인과 개인계약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 지원체계 구축

• 신뢰성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DID, FIDO, P2P 등)을 통해 소상
공인 및 개인 간 거래 시 계약서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제공하여 용이하고 사용성
높은 계약 제공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바일 전자
문서 발급, 블록체인 기반의 원본 증명·열람 확인, 모바일 결제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
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 편익성 제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 구축

• 운송 참여자를 블록체인 노드로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디지털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 및 물류체계의 정보화, 물류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 기대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자료 : 고용노동부(2020.5.8.)

❍ [고용노동부,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2020.5.8.]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함에 따라 국내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2007~2020.5월)은 모두 2,518곳,
고용된 노동자는 4만 8천 495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2만 9천 195명)은 10명 중 6명(60.2%)
<사회적기업 연도별 고용현황>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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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주요 인증업체 현황❙
인증기업

주요 내용

㈜러블리
페이퍼

•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노동환경과 사회인식 개선 활동, 폐지 수집 어른신들에게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폐지로 미술 재료인 화포를 제조·판매, 제작된 화포는 지역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 판매수익 일부를 어른신들의 생활지원금으로 지원

주식회사
29일

• 반값 생리대 생산 및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등 여성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 유통비용 절감 등의
방법으로 기존 생리대의 절반 가격으로 제조하고, 취약계층 생리대 무료제공 사업 등을 수행※
※ 2019년 8개 대학교 십시일밥협동조합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약 22,700여 명 대상 무료 생리대 보급

유한회사
기분좋게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고령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자체 등 공공기관
대상 청소·소독·방역사업을 진행

◈ 농업·농촌 동향

코로나19 대응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본격 시동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7.)

❍ [농식품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본격 시동, 2020.5.7.] 최근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 관련 기관이 동참하는 강력한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
- (추진 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외국 노동인력의 입국이
지연※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가 감소하는 반면, 양파 등 노지
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적과※※※ 및 봉지씌우기 등의 본격적인 농작업이 시작
되면서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

※ 2020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3,052명 도입지연, 고용허가제(E-9) 도입
6,400명 중 720명만 입국(1∼3월)
※※ 정식: 밑거름 주기, 경운정지, 비닐 및 흙덮기 등
※※※ 적과: 과수 농사에서 열매의 크기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열매
등을 솎아내는 작업
- (주요 내용) △2020년 5월에는 농식품부와 9개 소속·산하기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일시적 일손 수요가 많은 농작업에 약 2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 △2020년
6월 말까지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본원(본사) 및 지원(지사)에서 약 3,00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할 계획

※ 모든일손돕기작업은「코로나19 대응을위한국민행동수칙」등방역지침을철저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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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비대면 판촉(마케팅)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자료 : 산림청(2020.5.7.)

❍ [산림청, 비대면 판촉(마케팅)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2020.5.7.]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비대면(Untact) 수출 사업을 추진
- (주요 내용) △온라인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한국임업
진흥원과 전문업체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 상품 등록 및 판매※,
고객관리 등의 전 과정을 지원, △온라인 박람회와 모바일 화상 수출상담회※※
추진, △임산물 수출협의회별 비대면 판촉(마케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

※ 한인이 많은 미국 시장을 표적(타깃)으로 표고, 산나물, 오미자, 판지 소품류 판매 추진
※※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품을 수입상(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수입상(바이어) 요청 시
상품의 샘플 발송과 모바일 화상 상담을 지원(표고, 산양삼, 건조감, 나물류, 오미자
음료, 대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6.)

❍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2020.5.6.] 기술
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
- (주요 목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선정규모…최종 188개소(예비창업자 50명, 기창업기업 138개)를
신규 선정하였고, 계속 지원※ 기업 162개소를 합하여 전년보다 100개소가 많은
총 350개 기업을 지원, △지원내용…(예비창업자) 창업준비금 평균 7백만 원 지원※※
(자부담 3백만 원 별도), (기창업기업) 사업화자금 평균 21백만 원 지원※※※
(자부담 9백만 원 별도), △추가 혜택…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 (A+
센터)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교육, 최신 창업 정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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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9년: 평균 4.2백만 원(자부담 1.8백만 원 별도)
※※※ 2019년: 평균 14백만 원(자부담 6백만 원 별도)
※※※※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 (교육) 창업기본, 제품기획, 마케팅, 시장분석, 유통실무 등, (정보) 최신 창업
정보 제공, 워크숍 개최, (기타) 기술･경영･유통 등 전문가 알선,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공익직불제 상담ㆍ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 출범, 2020.5.7.]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
- (주요 내용) △콜센터 운영일자(시간)…2020.5.1일부터(평일 9시~18시),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와 일원화), △주요 서비스 내용…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

2021년도 신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8.)

❍ [농식품부, 2021년도 신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공모, 2020.5.8.] 20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1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

- (주요 내용) △사업대상지…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신청 전…시·군에서는 시·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전 해당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
전담조직 확보 등의 사업요건 사전 이행 필요, △지원…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650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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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2020년 5월 말까지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사업대상지는 2020년 9월 확정
❙2019~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5개 마을(8개 시·도, 22개 시·군)>
시·도

시·군

세종(1)

세종(1)

강원(2)

원주(1), 홍천(1)

충북(4)

청주(1), 옥천(1), 괴산(2)

충남(2)

홍성(1), 보령(1)

전북(3)

무주(2), 순창(1)

전남(5)

순천(1), 담양(1), 강진(1),
장성(1), 함평(1)

경북(5)

의성(2), 청도(1), 문경(1),
상주(1)

경남(3)

고성(1), 거창(1), 의령(1)

❙2019~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활동목록❙
개인활동
공동활동
단위과제
세부활동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1. 적정
1. 농업용수 ①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
①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양분 투입
수질개선
식물 식재
용수
2.
양분유출
①
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논
·
2. 외부
① 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방지 등
밭에 환원
양분 투입
1. 생활환경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감축
②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개선
생활
토양
※
농촌비점
① 볏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② 생활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발생 최소화
3. 토양침식
② 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돌아가는
①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및 양분유출
이랑 만들기
1.
농업
방지
생태
③ 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생태계 보호 ② 둠벙(생태 물 웅덩이) 조성 및 관리
④ 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③ 농경지 이용멸종위기종조류먹이공급
① 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기
①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1. 농촌경관
②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경관
②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개선
1. 농약사용
생태
③ 과수원에서 초생 재배하기
③ 빈집 및 불량시설 경관 정비
저감
④ 태양열로 토양 소독하기
① 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⑤ 시설하우스에 방충망 설치하기
1. 농업유산 ② 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1. 온실가스
유산
① 경운 최소화
보전
감축
③ 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대기
2. 축산악취 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④ 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용 및 보전
저감
사용하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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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행정예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6.)

❍ [농식품부, 2020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0.5.6.]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3개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

※ FTA 농어업법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 (주요 내용)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충족 품목…돼지, 녹두,
밤※(3개 품목), △2020년 폐업 지원 지급기준 충족 품목…돼지, 밤(2개 품목)

※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돼지 36.8%, 녹두 23.1%, 밤 1.5%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누리집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품목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
(2020.5.6.~5.26.) 접수할 예정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법 제7조 제1항) 및 결과>
◈ (가격)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
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요건 충족 품목: 돼지고기, 녹두, 밤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시행령 제6조) 및 결과>
◈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중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요건 충족 품목: 돼지고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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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6.)

❍ [농식품부,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2020.5.6.]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종합지원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
※※ 불휘농장(영동), 수도산와이너리(김천), 지리산운봉주조(남원), 화양(청주)
※※※ 선정현황(누계): (2013) 2개소 → (2014) 10 → (2015) 18 → (2016) 24 → (2017) 30
→ (2018) 34 → (2019) 38 → (2020) 42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
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선정1·2년차: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광상품화 등 양조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소요비용 80% 지원(최대 48백만 원※), △찾아가는 양조장 전체: 인플루언서 양조장 투어, 스탬프 투어,
시음회, 온라인·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
※ 국고 2천 4백만 원 + 지자체 24(6천만 원 이상 사업 추진 시 4천 8백만 원 지원 가능)
※※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홍보 추진
◈ (2019년 추진실적) 지원 대상 양조장(2018, 2019 지정 8개소) 매출액 10%, 방문객 6% 증가※
※ 매출액: (2018) 44,492백만 원 → (2019) 48,949 / ※ 방문객: (2018) 331천 명 → (2019) 351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4개소❙
업체명
불휘농장
수도산
와이너리

주요 특징
• ｢불휘농장｣은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서,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는 최초로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
•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활용한 ‘산머루크라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유통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체험마을 및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

지리산
운봉주조

•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
으로 ‘지리산 허브잎 술’ 막걸리가 유명하며,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이 가능

화양

• ｢화양｣은 풍정사계 춘·하·추·동을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고, 특히 풍정사계 춘(春)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주로도 유명, 또한 양조장 인근에는 청주의 주요 관광지인 초정행궁, 세종대왕 백리길, 시오리
벚꽃길 등이 있어 양조장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여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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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6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등

[기획] 트렌드 사회·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6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EU, 사회·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6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선정”(BioINwatch 20-29, 2020.4.23.)(출처: EC,
Launch of six European initiatives with potential for transformational
impact on society and the economy, 2019.3.5.; Science, Europe abandons
plans for ‘flagship’ billion-euro research projects, 2019.5.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EU는 미래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6개
이니셔티브를 선정
- 유럽의 문화를 디지털화하는 타임머신(Time Machine),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HumaneAI), 생명과 질병의 과정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는 라이프타임(LifeTime),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 활용을 확대하는 리스토어(RESTORE)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과학이 주도하는 연구혁신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기술 주력사업(FET Flagships,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Flagships) 프로그램※을 추진

※ 미래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서 대규모 고위험 연구를
추진(연구기간 10년, 연구비 각 10억 유로), 동 사업을 통해 유럽이 특정 연구 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국제협력을 유도

- 현재 FET 플래그쉽 프로그램으로 인간 뇌 프로젝트(HBP: Human Brain Project),
그래핀 플래그쉽(Graphene flagship), 양자기술 플래그쉽(Quantum Technologies
flagship) 3개가 추진 중※

※ 그래핀과 인간 뇌 프로그램은 2013년 선정, 10년간 각 10억 유로(약 1.3조 원) 지원,
양자기술 프로그램은 2016년 선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 3개 플래그쉽 프로그램들은
Horizon 2020을 통해 지속 추진될 예정
❍ EU는 최종 선정된 6개 분야를 향후 대규모 투자가 지원될 이니셔티브로 발표
(2019.3월), 선정된 이니셔티브는 1년간 각 100만 유로(약 13.2억 원)를 지원받아
유럽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학 및 기술 아젠다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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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심사를 거쳐 6개 이니셔티브 중 최대 3개까지 선정해,
향후 Horizon Europe※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

※ Horizon Europe: Horizon 2020의 차기 프로그램으로 향후 7년(2021～2027년)간 약 1,000억 유로
(127조원)가 투자될예정인EU의연구및혁신사업
❙선정된 6개 이니셔티브 개요❙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타임머신
(Time Machine)

• 역사기록 보관소, 대규모 박물관, 도서관 소장자료, 지리적 기록 데이터세트 등 대량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대규모 디지털화 및 컴퓨팅인프라 구축(멀티스케일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AI 기술기반)을 목표
• 방대한 양의 유럽문화 및 역사지식을 활용하면 역사・사회적 진화 이해 및 ICT 산업, 창조
산업 및 관광과 같은 주요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주요 관련 기관: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 Switzerland

•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역동적인 실제 환경에 적응하며 사람과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능을 확장하는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초와 기술혁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인간중심 인공지능
(HumaneAI)
• 유럽의 윤리적 가치와 사회・문화・정치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AI 혁명을 인간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형성
• 주요 관련 기관: 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in Kaiserslautern

리스토어
(RESTORE)

• 재생의학 및 암 치료를 위한 표적면역 재구성(targeted immune reconstitution)에 중점을 둠.
• 새로운 종류의 신약개발(유전자, 세포치료제)에 기여, 합성 DNA(DNA stretches)를 인체에
삽입하거나 인체조직(tissue) 또는 장기(organ)까지 치료 및 대체
• 주요 관련 기관: Charit University Clinic in Berlin

라이프타임
(LifeTime)

• 인체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
• 단일세포 다중 오믹스기술(single-cell multi-omics), 이미징, 머신러닝, 인공지능 및
오가노이드와 같이 개인화된 질병모델 등 혁신기술들을 개발하고 통합하여, 세포 내에서
게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직이 질병으로 발전할 때 세포가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을
동적으로 리모델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자 함.
• 만성 및 진행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 및 혁신적인 치료에 혁신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주요 관련 기관: Max Delbrck Center for Molecular Medicine in Berlin

선라이즈
(SUNRISE)

• 자연의 광합성을 모방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저장 및 청정 화학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료 및 화학물질 생산을 목표
• 고성능 컴퓨팅, 첨단 생체모방, 합성생물학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포집,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설계할 것임. 또한, 질소고정 및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products(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작업도 수행할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관련 기관: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에너지엑스
(ENERGY-X)

•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를 화학적 형태로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색
• 새로운 촉매제 개발뿐만 아니라 물, 이산화탄소, 질소를 연료 및 기본화학물질로 전환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는 유럽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 특히 탄소 중립(carbon-neutral) 항공연료 제조와 탄소 발자국이
없는 비료의 현지 생산에 중점을 둘 것임.
• 주요 관련 기관: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in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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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 미국 농무부의 “USDA Increases Monthly SNAP Benefits by 40%”(2020.4.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금 증액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과 기아에 고통받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20억 달러의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추가 지원금을 제공함.
-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의 40%
증액하여 저소득층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미국 50개 주와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를 모두 포함

- (지원 규모) 기존에 매월 45억 달러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매월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지원금이 제공됨.
- (가구당 최대 지원금) 성인 2명, 아동 3명에 소득이 없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768달러를 지원받지만, 신고대상 수입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해 5인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매월 528달러임.
- SNAP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는 기존에는 최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SNAP 지원금
증액을 통해 모든 가구는 최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즉, 긴급 지원금을
통해 평균 5인 가구에 추가적으로 매월 240달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us Response Act,
FFCRA)에 의거한 공공 건강 긴급 지원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SNAP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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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 낙농업은 영국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다 생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음.

※ 2018년 영국 농업 생산액에서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6.85%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낙농가들은 매일 4천만 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량을 유지
하고 있으나 주점, 식당, 카페가 폐쇄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했음.

※ 농가들이 소매점 입고량을 늘리고 있으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영국 정부는 낙농가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과 5월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낙농가※에 농가당 최대 1만 파운드 지원을 결정함.

※ 지원 대상 농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당 농가 모두에게 지원

- 영국 정부는 낙농가에서 발생한 2020년 4월과 5월 소득 감소분의 70%(최대 1만
파운드)를 보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현재의 동물복지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시에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영국 가계 우유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판촉 활동을 시작했음.
- 판촉 활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선 우유와 낙농업이 지닌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며
정부는 1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지난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경쟁법 상 규제를 완화하여 낙농 산업 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함께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여기에는 노동력과 설비를 공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협력,
우유가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공식품(예: 치즈, 버터)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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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
※ 일본 농림수산성 「食品流通の合理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第1次中間取りまとめ)」
(2020.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
❍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식품유통합리화검토회’를
설립해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8일 제1차
중간정리를 발표하였음.
❍ [운송업계 현황 및 정부대응] 자동차 운송업계는 장시간 노동·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8년 5월 자동차운송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을 위해 정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화이트 물류
운동※을 개시함.

※ 트럭운송 생산성 향상･물류 효율화, 여성 및 60대 운전자도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 실현

❍ [식품 물류 현황] 식품유통은 트럭운송이 97%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운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 상품 상·하차 시 인력하차가 많고,
- 2) 출하 직전까지 출하량이 확정되지 않으며 출하 및 하역 대기 시간이 길고,
- 3) 품질관리가 엄격하며 로트(lot)가 운송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는 등 운행
관리가 어려우며,
- 4) 소량의 다양한 제품을 수송하는 경우가 많고,
- 5) 산지가 소비지와 멀어 장거리 운송이 많음.
-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비 인상뿐만 아니라 운송을 피하는 사례도 생김.
❙식품유통 효율화 과제 및 대응방안❙
논점

인력하차 감소

과제

대응방안

• 인력하차에서 기계하역으로 전환
• 수송 자재 규격통일, 관리 회수체제 구축
• 수송 자재(팰릿 및 수레)에 맞춘 시설·기재 • 팰릿타이저(palletizer) 도입, 선과시설 정비
도입, 유통·보관체제 구축
• 팰릿에 적합한 상자·청과물 규격 검토
• 적재율 저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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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과제

대응방안

• 산지에서 대량으로 직송, 지방 도매시장 활용 • 물류거점의 정비·활용 • 집출하장 집약

집출하 거점
집약화

• 산지에서 집출하 거점 집약

• 공동수배송※ 추진

• 화훼 효율적 집하

※ 하나의 차량에 다양한 화물을 혼적하여 운송
해서 운송의 대형화 및 순회배송으로 배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

• 리드타임※ 연장, 고기능 선도유지시설 정비 • 출하 평균화를 위해 장기 저장기술 개발

※ 상품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 효율적인 구체방안 책정을 위한 철도 화물수송
업계 등과 산지와의 의견 교환
• 계절에 따른 파동이 커 수송 평준화 필요
수송 수단 분산

• 교통 네트워크 내실화
• 홋카이도에서 수송 유지
• 철도 상온 물류 서비스 확대, 연말 연초 및
연휴 등의 수송 확보

소량출하 대응

ICT 활용

품질·부가가치·
가격 균형 재검토

• 소량출하 효율적 집하·배송 수단 확립

• 택배 서비스와 연계

• 드론 실용화 검토

• 소규모 산지의 고품질 배송

• 고속버스 활용 확대

• 식자재 정보, 생산·유통 이력 등 가시화

• ICT를 활용한 상품·물류 정보 공유

• 물류 사업자 간 매칭 및 화물 정보 공유

• 운송 의뢰정보와 차량 적재 정보 매칭에 의한
수송 효율화

•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 • 화물 운송과 승객 서비스 결합을 활용한 지역
대형소비지에 판매
상품 고부가가치화·마케팅 강화
• 물류·판매 경로 다양화

• 고속버스를 통한 판매 경로·공간 확대

• 대기 시간 및 작업시간 감소에 대한 의식향상 • 화이트 물류 운동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 확대
대기시간 감소, • 공급체인 전체에서 대기 시간 및 부대 작업 및 화이트 물류 운동을 통한 대기 시간 비용
및 작업 부대비용 적정 책정
부대작업 정정화
비용 가시화, 적정한 비용부담
• 사전 출하정보 제공 및 예약 접수시스템 도입 촉진
• 선착순에서 예약제로 전환
• 수요변동에 대응

• 수요예측 고도화 및 수주·발주 리드타임 조정

• 계절성 상품 전환 시기의 재고 축적

• 매진을 위한 노력(할인·포인트 제공 등) 및
푸드셰어링※ 추진

• 소비실태에 맞춘 용량 적정화
• 점포에 결품으로 인한 소비자 감소 우려
• 수송 중 훼손된 상품 폐기 범위 모호

식품손실 감소

※ 섭취는 가능하나 폐기되는 식품을 구매 희망자와
매칭
• 푸드 뱅크※ 활동과 연계

※ 식품제조업자 및 개인에게 기탁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
• 식품손실 감소 사례 공유
• 소비자의 결품에 대한 이해 양성
• 수송 중 훼손된 상품의 폐기 등 기준을 정리한
자료를 소비자, 소매업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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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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체험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탓에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한계 상황을 호소
- (사)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총 33만 5,253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149만 8,079명에 비해 무려 78%가 급감했으며, 매출액은 20억 4,949만여 원으로,
같은 기간 76억 847만여 원 대비 73%가 감소

-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농촌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특성상 성수기가 4월부터 10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
- 이에 따라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2020년 4월 초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 건의사항’을 제출, 주요
건의 사항은 △마을당 50만~100만 원의 재난 긴급운영자금 지원, △마을운영의
핵심인력인 사무장 경비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한시적 공과금 지원 등
- 이재명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은 “상반기 농촌현장체험학습이 모두
취소되고, 하반기 전망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지금 전국의 체험휴양마을들은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시의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35 -

⎗ 아젠다 발굴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농축산식품 수출이 늘었으며,
이는 비대면 마케팅 효과에 한국식 면역식품(김치·홍삼) 강세를 보였기 때문
- 2020년 5월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3억 8,0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 특히 김치는 2020년 1~4월 동안 4,500만 달러(약 550억 원)를 수출해 전년 대비
30.7% 증가, 주요 원인으로 김치가 한국 대표적인 발효식품이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해외에 퍼진 것이 주요 원인
-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본 등 농식품 수출 주력 시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능성식품 등 수출유망 품목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 식품유통업계 전문가들은 2020년 4월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유통산업 포럼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통의 중심이 오프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이는 오프라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
- 식음료 브랜딩 전문가인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는 ‘음식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대면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욱 고급화
되고, 나머지는 비대면 서비스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친환경적 가치, △나만을
위한 소비, △멀티 스트리밍 채널,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체식품(CMR) 등
코로나19 이후 국내 식음료 시장 트렌드 5가지를 제시
❍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6차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9%, 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나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현재의 변화된 모습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측되는 변화는 비대면 물건 구입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인 반면,
학교 온라인 강의와 지인과의 모임, 여행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 36 -

⎗ 아젠다 발굴

- 37 -

⎗ 아젠다 발굴

❍ 한 언론보도에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na)’
시대에 대해 인류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재정의되는 경향을 19개의 키워드로 조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1. 빅·스마트 정부…생명·안전 위해 ‘스마트 국가’ 개입 용인
2. 인간 안보…전쟁 아닌 인간 자체가 안보의 궁극적 목표
더 커진 국가의 역할

3. 머니 폴리시…각국 정부 ‘역대 최대의 돈풀기’ 반복 전망
4. 네이션 퍼스트…자국 이익이 최우선…‘각국도생 시대’ 도래
5. 사생활 침해…확진자 동선 공개 큰 역할…‘빅브러더’ 논란
6. 지구의 재발견…전 세계적 ‘일시 멈춤’으로 더 깨끗해진 지구촌

지구촌 삶의 대전환

7. 反세계화…인적 이동 차단으로 이미 ‘지역화’ 시험 마쳐
8. 新공동체…위기 속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 깨어나
9. 脫도시화…쾌적한 교외에서…‘에코로지라이프’ 재촉
10. 선진국과 선도국…전통적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 재정의

글로벌 파워의 재편

11. 脫 G2…패권국 리더십 큰 상처… 당분간 다극체제로
12. 서구 우위의 균열…부실 의료시스템 민낯에 선진국 신화 깨져
13. 리쇼어링 vs GVC…‘기업 유턴·국제공급망 재편’ 선택 기로에
14. 홈 루덴스…집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기는 문화 확산
15. 원격교육…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활발해질 듯

언택트 문화 일상화

16. 비대면 산업…‘5G 네트워크’ 기반 4차 산업혁명 가속
17. 스마트 오피스…재택근무 등 기업문화 혁신 급물살
18. 콘서트 앳 홈…‘랜선’ 공연관람…新문화 소비방식 가능성
19. 전문가의 귀환…‘집단지성’보다 전문지식·조언에 의존

※ 출처: 문화일보(‘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2020.5.4.) 보도자료

자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문화일보, 2020.5.4.),
“[유통산업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 중심 온라인 이동 가속화할 것” /
“코로나 직격탄에 농촌체험휴양마을도 “한계 상황” 호소”(한국농어민신문,
2020.5.6.),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전망 등)”
(한국리서치, 2020.5.6.), “코로나19가 바꾼 수출, 농축산식품 인기”(내일
신문, 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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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5.7.)

개요
❍ [통계청,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020.5.7.]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을
통합하여 새롭게 개편한 201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지출부문에 대한 결과

※ (조사 대상 기간 및 조사주기) 조사대상 월 한 달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서 매월 조사
◈ (전국가구) 전국의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 섬, 집단시설, 특수사회시설(군, 병원, 교도소 등) 제외
◈ (도시근로자가구) 동(洞)지역의 일반가구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

조사 결과
❍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 7천 원
- (소비지출 항목별) 음식·숙박(14.1%) ＞ 식료품·비주류음료(13.5%) ＞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3%)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아
❍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8만 4천 원
- (소비지출 항목별) 음식·숙박(15.0%) ＞ 교통(12.5%) ＞ 식료품·비주류음료(12.3%)
＞ 주거·수도·광열(10.4%)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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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 6천 원, 4인 가구는 371만 8천 원
-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17.9%)이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6.0%)가 가장 높은 반면, 4인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각각 15.8%, 15.1%로 가장 높아
❍ [가구주 연령별] 40~49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319만 8천 원, 60세 이상 가구는
165만 9천 원
-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39세 이하 가구는 음식·숙박(16.8%) ＞ 교통(14.0%) 순,
40~49세 가구는 교육(15.5%) ＞ 음식·숙박(14.1%) 순이며,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9.5%) ＞ 보건(13.9%) 순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비❙

※ 기타: 주류·담배,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 기타상품·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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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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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