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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자료 : 청와대(2020.5.1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5.10.]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지를 밝혀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최다 언급 키워드는 ▴국민, ▴협력, ▴경제, ▴평화, ▴세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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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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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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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 4 -

⎗ 정책동향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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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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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
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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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5.14.)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5.14.] 금번 회의에서는 ①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 ③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안건이 논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 사업재개, 신규창출, 채용
❍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2020.5.13.)되었으며,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2020년 4월 고용 사정이 3월에 이어 더 어려워진 상황
❍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
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
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
❍ ➊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3만 개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➋ 추가 지원 필요사업
보완 + ➌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76.5만 개※(旣발표
포함) 신규공급 기대

※ 기존 직접일자리 신규선발(16.7만 명) + 추가 직접일자리 제공(55만 명) + 공무원･공공
기관 신규채용(4.8만 명)

1.

즉시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154.3만 개

❙ 사업재개: 旣 계획 직접일자리(94.5만 개) 2020년 5월부터 재개
❍ 旣 계획 직접일자리 94.5만 개 신속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
및 예산 불용 최소화

※ 선발된 77.8만 명 중 33.3만 명은 사업참여, 44.5만 명은 휴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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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현황(2020.5.8. 기준)❙
구분
인원
(계획대비 비율)

계획
94.5만 명
(100%)

선발

사업참여
33.3만 명
(35.2%)

77.8만 명
(82.3%)

휴직
44.5만 명
(47.1%)

미선발
16.7만 명
(17.7%)

- (휴직 등으로 중단: 44.5만 개)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 → 제반여건※ 확보 즉시 재개

※ 휴업･휴무 등 업무 수요처 사정, 온라인활동을 위한 기기･장비 인프라 등
- (채용 지연 미선발일자리: 16.7만 개) 면접 등 선발절차,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5·6월 중 최대한 채용※ (코로나19 방역상황, 사업 수요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5월 채용계획)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
※ (6월 채용계획)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가기록물정리(50명), 농식품수출
시장다변화(46명) 등
❍ 직접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우선 제공
- 미충원 일자리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 요건 완화※

※ (現) 재공고 후에도 미충원 시 채용 가능 → (改) 첫 공고부터 미충원 시 채용 가능

❙ 신규창출: 비대면·디지털 등 추가 직접일자리(55만 개) 마련
<공공부문>
❍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 명, +1조 원)
-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
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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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
• (주요사업) ➊ 공공데이터 구축, ➋ 온라인콘텐츠 기획·제작지원, ➌ CV 방역 등
➊ (공공데이터)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장 조사(고용노동부), 시설물 안전 점검·
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국토교통부), 국내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등
➋ (온라인콘텐츠)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자료 제작(농촌진흥청), 대학학사관리시스템 강의
콘텐츠 제작(교육부) 등
➌ (CV방역·안전) 병원급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등 방역지원(보건복지부),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 저작권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간격유지·감염예방 등 탐방안내요원 및 공원
보호사업(환경부) 등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30만 명, +1.5조 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에게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우선선발,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 등도 우선선발
※※ 시･군･구에서 시행(시･도에서 특정사업을 설계 →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실시 가능),
지자체가 직접 임금 지급(소속기관, 지방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 시행 가능)
※※※ 지자체 수요조사 및 조정을 거쳐 2020.5월 중 추진방안 마련 및 확정 예정
• (근로조건)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 (주요사업)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➊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➋ 전통시장 유통지원·경영개선·소비 촉진

➌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➍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➎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정비

➏ 긴급 공공업무 등 지역 현안 지원

➐ 영세기업체 밀집 지역 정비

➑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

➒ 한시적 청년 직접일자리

➓ 지자체 특성화 사업

<민간부문>
❍ 구직청년층 취업애로완화 일자리(10만 명, +0.74조 원)
- (청년디지털) 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5만 명, +0.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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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
• (주요사업) ➊ 콘텐츠 기획, ➋ 빅데이터 활용, ➌ 기록물 정보화, ➍ 기타 IT직무
➊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 비대면 공연 기획,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외로 송출할 콘텐츠 영상 제작 등
➋ (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에 기획·제작 및 글로벌 마케팅 일자리
고용 지원(K-글로벌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수료생 등) 등
➌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 중소·벤처기업에 채용된 청년 ICT분야 기술인력이 고객정보·판매량 등 기존 非전산화된 기업 내부
정보 DB 구축하거나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디지털化 업무 지원 등
➍ (기타)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 수산인 온라인(비대면)마케팅 지원: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방식의 수산업 인력 선발 및 인건비 지원

- (청년일경험)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 지원(5만 명, +0.24조 원)
• (근로조건)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적용
• (주요사업)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으로 일경험 제공
※ (예) 호텔·관광업 청년 일경험, 업사이클 소셜벤처·환경기업 청년 일경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 채용보조금 지급(5만 명, +0.3조 원)
- 취업취약계층(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자 등)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月 100만 원(중견: 80만 원) × 최대 6개월

❍ 추경안 국회의결 후 즉시 시행되도록 조속히 추진계획 마련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20.5.21.)에서 추진계획 발표 예정

❙ 채용: 국가공무원(2.3만 명)·공공기관(2.5만 명) 채용절차 2020년 5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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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공공기관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 을
철저히 준수하며 2020년 5월부터 채용절차 개시

※ 2020.5･6월에 채용시험 신속히 실시 → 면접 등 거쳐 3/4분기부터 채용 예정
※※ ➊ (사전준비) 예방교육･홍보, 환경위생관리 → ➋ (시험 당일) 유증상자 별도
시험, 응시자 간격 확보 → ➌ (시험종료) 시험장 소독
❙2020년 공공부문 신규채용 계획(만 명)❙
구분

국가공무원※
시험 등 채용절차 개시
공공기관
합계

기 채용
(1~4월)
1.3
(1.3)
0.6
1.9

향후 채용
(5월 이후)
2.3
(2.3)
2.5
4.8

5∼6월
(0.9)
0.6
0.6

※ 일반직 국가공무원(인사혁신처) + 경찰·해양경찰·소방·교원·군무원

3/4분기
0.4
(1.3)
1.3
1.7

4/4분기
1.9
(0.1)
0.6
2.5

합계
3.6
(3.6)
3.1
6.7

- (국가공무원)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는 변경 일정대로 진행
❙2020년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세부내용(명)❙
구분
인원
인사혁신처(공채) 6,110
인사처(경채)
687
경찰
5,825
해양경찰
1,526
소방
4,844
교원
12,863
군무원
4,139

세부 내용
(5급) 320, (외교관후보자) 50, (7급) 755, (9급) 4,985
(민경5급) 72, (민경7급) 175, (지역7급) 145, (지역9급), 245 (중증장애인) 50
(상반기공채) 2,599, (상반기경채) 242, (하반기공채) 2,560, (하반기경채) 424
(1차공채) 280, (1차경채) 445, (2차경채) 166, (3차공채) 251, (3차경채) 384
(공채) 2,984, (경채) 1,860
(유·초등) 6,039, (중등) 6,824
(공채) 3,210, (경채) 929

❙2020년 상반기 국가공무원 1차·필기시험 주요 일정❙
구분
일정

5급공채·외교관
2020.5.16.

지역인재 7급
2020.5.16.

경찰(상반기)
2020.5.30.

소방
2020.6.20.

해양경찰(1차)
2020.6.27.

- (공공기관) 2020년 7·8월에 예정된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5·6월 중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 개시※

※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
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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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확대 및 추가 대책 강구

❙ 3단계 다층적 고용안정 대책 통해 본격화되는 고용충격 완화
❍ [1. 기정예산※: 27.4조 원] 2019년 대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20.1%) 하여 구직
급여, 고용유지 및 고용서비스 등 지원 강화

※ 2020년도 일자리예산(25.5조 원) + 기금변경･예비비･추경 등 통한 코로나19 대응(1.9조 원)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주요사업 진행상황(2020.5.12. 기준)❙
사업명

구직급여(2020.4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구직촉진수당 포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억 원)
확보
95,158
5,004
3,114
2,849
529
26,080

집행
34,400
1,215
908
751
286
8,671

인원(만 명)
계획
136.7
30.0
30.0
10.0
12.0
230.0

실적
90.0
13.1
6.8
5.9
8.7
150.0

❍ [2. 고용안정 특별대책: 10.1조 원※ ]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 →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① 고용유지 0.9조 원, ② 실업대책 3.7조 원, ③ 일자리 창출 3.6조 원, ④ 고용사각
지대 생활안정 1.9조 원

- (1단계) 긴급한 소요인 사각지대 생활안정(0.94조 원)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545억 원)을
위해 약 1조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2020.5.4.)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6월 초 신청·접수하여 2주 내 심사·지급※
※ 사업공고(2020.5.18.~5.31., 2주간)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접수(6.1.~7.20.) →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일정 변경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비 지원 통해 청년 구직활동 계속 지원

- (2단계) 기금변경 및 3차 추경안 반영 통해 필요 재원※ 마련

※ 직접일자리 창출 55만 개 창출(3.6조 원), 구직급여 규모 확대(3.4조 원) 등

❍ [3. 추가과제 마련: +α]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하여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과제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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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대 등 예산 수반 없이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이행※

※ (예)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우선 지원
3.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추진

❍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 (근거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 추진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2020.5.11.)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20대
국회 임기 종료 내, 본회의 개최(잠정 2020.5.19.～21.)를 통해 상정 추진 중

- (지원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층(만 18～34세)에 해당할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2021.1월부터 시행 예정, 첫해 지원 규모는 약 40만 명 추정
❍ [전 국민 고용버팀목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현장점검 및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

-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2020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 목표)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5.5만 명(2018.9월 기준)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2020.5.11.)되었으며, 법사위 계류 중
-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 촉진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선결과제 논의※ (2020)

※ 소득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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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 확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12.)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 확정·발표, 2020.5.12.] 에너지
위원회 심의(2020.5.12.)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발표

※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 (주요 내용)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
❙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전략❙
1.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2. 에너지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3. 자원개발 중심 → ‘자원안보’ 전환
①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① 중점지역 선정·개발

①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

② 민간투자 활력 제고

② 신산업 원료광물 확보

② 개발-도입-비축 전략

③ 민관 동반성장

③ 한반도 자원개발

③ 자원안보 인프라 확충

주요 내용
1.

자원개발 사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 」(2018.7.)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
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구조조정 원칙: ➊ 국민부담 최소화, ➋ 공기업-민간기업 동반성장, ➌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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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

※ (출자)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사업에 정부출자 지원 등 지속 투자(現 9.3%)
※ (예타)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
하고,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
❙공기업-민간기업 간 협력(예시)❙
공기업 + 민간기업

민간기업 주도

+

• (지역) 중동, 신북방, 국내대륙붕 등
• (단계) 탐사 단계

2.

• (지역) 북미, 호주 등
• (단계) 개발, 생산 단계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 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추진

※ 선정기준: ➊ 자원부존량, ➋ 안전성･근접성, ➌ 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
※ 중점지역: (석유･가스)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 (광물)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전략지역별 정책방향❙

구분

석유·가스

광물

중점지역

추진방향

북미

• 셰일가스 경험·기술 축적의 거점화

중동

• 원유 수급안정성 제고 및 자원개발 전략지역화

신남방

• 旣진출지역(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중심 자원개발 성공률 제고

신북방

• 중장기 관점에서 패키지(LNG 개발, 생산, 운반선 등) 진출기회 모색

중남미

•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 중심 동·리튬 확보 주력

동남아·대양주

• 인니·호주 중심으로 다양한 광종 도입의 거점화

❍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 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

※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광물(리튬, 코발트 등) 선정･관리 추진

❍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
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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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을 전환한다.

❍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

※ (기존) 자원개발률단일목표→(개선) 자원안보역량및리스크관리를위한다양한요소반영
❙자원안보 정책설계 방향의 전환(예시)❙
<기존의 “자원개발률” 목표>
자원개발의 양적 물량 확대에 치중

<앞으로의 자원안보 정책 목표>
위기노출도/대응력 등 평가요소 다양화

➡

❙국가 자원안보 지표(예시)❙
위기 노출도(Exposure)
변동성
• 가격 변동성(3년) 등
의존성
• 자원개발률, 수입의존도 등
예측불가능성 • 전쟁, 재난 가능성 등

위기 대응력(Resilience)
상시대응력 • 비축/재고 물량 등
비상대응력 • 비상반입량, 수입다변화 등
대응인프라 •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등

❍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
❍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

※ (현장기술서비스) 현장 계측용 IoT장비 개발, 중소 유가스전 디지털오일필드 등
※ (평가기술서비스) 석유･가스 사업성 평가 등

❍ [향후 계획]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석유·가스의 흔들림 없는 수급과 함께,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

※ 주요 추진과제: ▴국가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운영(2020년～), ▴국내 대륙붕 투자
확대(2020년∼), ▴핵심광종 선정 및 확보 종합 로드맵 수립(202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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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12.)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2020.5.12.] 산업통상
자원부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특히 이번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
※※ (참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 (주요 내용)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주요 내용
❍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
- (최종에너지 소비)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

※ 국가목표: 2030년 기준수요(BAU) 대비 14.4% 감축(3차 에기본, 원료용 소비 제외)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25년 15.1%※

※ 국가목표: 2030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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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전원 발전비중) 2025년 22%※

※ 국가목표: 2030년 18.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
- (수도권)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
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
• (서울)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효율화(BRP), 건물형 태양광
• (경기) 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시화), 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인천)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

- (충청권)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
•
•
•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
RE100 혁신벨트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

- (호남권)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
• (전북) 새만금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 (전남)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 (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 (영남권)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계획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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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 (강원, 제주)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
• (강원) 육상풍력발전단지, 수소 R&D 특화도시(삼척)
• (제주)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 비즈모델 발굴

❍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
• 2020년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
•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이양해 나갈 계획

- 둘째,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
•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

- 셋째,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
•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 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
•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2020년 7월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
※ 2019.11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 광주·전남 2개소 최초 지정

❍ [향후 계획]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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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프로젝트 본격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1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활력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0.5.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제조업 기반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지역활력프로
젝트를 추진

※ 지역활력프로젝트: 국정 중점추진과제로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년간(2020～2021) 추진되는 사업

- (추진 목적) 지역 주력제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생태계 회복 및 지역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주요 내용) 2020년 강원·울산·대구·경북·충남·충북지역에 11개 프로젝트※ 를
선정하고 국비 305억 원을 투입하여 지자체주도로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조기반구축, 디자인·특허·인증 등
사업화, 인력양성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분야를 종합 처방하여 지원

※ 11개 프로젝트 잠재 수혜대상 업체는 약 3,100개사 추정
※※ 지원분야: 기반구축,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수출지원, 사업화, 기업유치, 네트워킹,
상품기획, 브랜드연계지원,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정보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2020년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 내용❙
지역
울산지역
강원지역
프로젝트
① 전기차 전장부품
② 해양에너지 신산업 ③ 차세대반도체 세라믹 ④ 첨단방사선의료기기
육성분야
(全 지역)
(동구)
(강릉)
(춘천·원주)
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주요
시제품 제작, 사업화, 제조기반구축, 사업화,
공동활용장비,
시제품 제작, 제품
지원분야
인력양성 등
인력양성 등
시험분석인증 등
상용화, 인력양성 등
지역
충남지역
충북지역
프로젝트
⑤ 소형상용 전기차 ⑥ 태양광통합 유지관리
⑦ 바이오 헬스 (청주)
육성분야
(천안)
(당진)
주관기관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북산업융합본부
주요
부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기반구축, 시제품
제품 상용화, 판로개척 컨설팅, 수출전문가 양성
지원분야
수출개척 등
제작, 인력양성
지역
대구지역
경북지역
프로젝트 ⑧ 자율모빌리티 전장
⑨ 도시형소비재
⑩ 전기차 전장부품
⑪ 기능성섬유
육성분야
(全 지역)
(뷰티 등, 全 지역)
(全 지역)
(全 지역)
주관기관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주요
융합제품 상용화,
디자인·브랜드, 판로 시제품 제작, 사업화, 공정개선, 인증·사업화,
지원분야
시제품, 마케팅 등
개척, 신뢰성 평가
인력양성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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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자료 : 고용노동부(2020.5.12.)

❍ [고용노동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2020.5.12.]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020년 5월 12일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개최, 각 부처별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 (반장) 고용노동부 장관 / (반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차관(14개 부처)

- (주요 내용) △각 부처에서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수출·무역,
홍보·마케팅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중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고용유지 과제(예시)❙
고용유지 과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우선
지원

주요 내용
➊ 고용인원 유지·확대 기업의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2020.
하반기 시행)
➋ 고용유지 확약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R&D) 우선 지원(산업통상자원부,
2020.5월 시행)
➌ 고용유지 확약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우대(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시행)
➍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컨소시엄 등 해외
진출 지원 시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2020.5월 시행)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수출·무역 우선 지원

❺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우대 및 보험료 최대 50%
할인 적용,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산업통상자원부, 2020.5월 시행)
❻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시 가점 부여(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시행)

기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❼ 고용유지 기업 대상에 대해 고용유지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 실태조사 면제(중소벤처
기업부, 2020.하반기 시행)
➑ 고용유지·확대 기업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우대(중소벤처기업부, 2020.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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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 녹색전환 전략 모색
자료 : 환경부(2020.5.12./5.13)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0.5.12.] 환경부는 2020년 5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녹색산업: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으로, 폐수처리, 미세먼지 저감설비 등 전통적인 오염 저감 산업뿐만 아니라 고효율
온실가스 저감설비업, 실내공기질 측정업, 생태복원 및 녹색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그린
엔지니어링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도 포함

- (개최 배경) 환경부의 환경 가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20년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주요 내용)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참석하여 주요
관계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환경과 경제 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 10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한국수자원공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로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2030년까지 3.5조 원 규모의 개발
확대 계획을 소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등 2027년까지 자원 순환이용률※
83.1%※※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

※ 자원 순환이용률: 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재활용량 비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중간･최종처분되는 양을 제외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자원순환 지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대체하는 매립지 운영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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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 녹색전환 전략 모색, 2020.5.13.] 환경부 장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
- (주요 내용)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녹색경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
- (향후 계획)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

※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
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
<녹색전환 포럼 개요>
◈ (추진배경) 녹색전환 전략 마련 과정에서 정책연구기관·학계 차원의 연구성과를 정책·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대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플랫폼 필요 ⇒ 정책자문·확산기구로서 정책연구기관
중심의 녹색경제 정책 포럼 구성·운영 추진
◈ (구성) 녹색전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주관 부처, 정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관분야를 통합 분과로 구성
※ 녹색전환 6대 분야: ① 기후·에너지, ② 그린인프라, ③ 교통, ④ 녹색산업, ⑤ 금융, ⑥ 농수산업·식품
- 산업계·NGO의 경우 별도 포럼을 운영(KBCSD,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등)하되 대표성 있는 기관·
기업을 동 포럼에 참여시켜 포럼 간 성과연계·공유
❙분과 구성안❙
① 기후·에너지
② 그린인프라
② 교통
③ 녹색산업
④ 농수산업·식품
(통합분과)
◈ (기능) 국책연구기관이 학계와 함께 정책 공동개발 및 수시 발표 추진※
※ 국책연구기관별로 녹색경제 분과별 담당 연구자를 지정·운영
녹색전환 정책 포럼 (총괄 환경부)
녹색인프라·교통분과

녹색산업·금융 분과

기후·에너지 분과

KEI,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KEI, KDI,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EI, 서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수산업·식품 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식품연구원

학계 + 산업계 + NGO
※ 금융은 별도 트랙으로 운영

◈ (운영방식) 월 1~2회 주제를 정하여 분과별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진행, 해당 주제
관련 사업·정책 개발※ 토의
※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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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30차 공식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5.15.)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0차 공식협상 개최, 2020.5.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30차 공식협상이 2020년 5월 15일
(금), 5월 18일(월), 5월 20일(수) 3회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

※ (참석)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약 1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

- (주요 내용) 참여국들은 지난 29차 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였는바, 금번 회의를 통해 법률 검토, 시장개방 협상,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

※ 공동성명서(2020.4.30.) 주요 내용: ① 2020년 RCEP 서명 의지 재확인, ②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③ 인도의 RCEP 복귀를 위한 15개국 간 노력
재확인
- (향후 계획) 정부는 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

- 25 -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코로나19 피해 농어가 지원 위해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 개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2020.5.14.)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 개최, 2020.5.14.]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네이버(주)와 협업하여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2020년 5월 15일부터 개최
- (추진 목적)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는 상생형 민관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 촉진, 홍보 등 지역 농어가의
매출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5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식
에는 주력 판매상품 5개 지자체※의 장도 참석해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

※ 경기 안산시,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전남 완도군, 경북 성주군

- (정부) 온라인 판매 시장(플랫폼)에 지역 농어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해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 홍보, 특히 지역
농어가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

※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들이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네이버)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네이버 쇼핑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번 기획전을
노출, 또한 판매상품 디자인,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지자체)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지역 농어가를 위해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누리소통망(SNS)과 지자체 소유
전광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판촉·홍보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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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5.15.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5.14.(목) 0시 기준 711,484
5.15.(금) 0시 기준 726,747
변동
(+)15,263

확진환자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10,991 9,762
969
11,018 9,821
937
(+)27 (+)59 (-)32

사망
260
260
0

계
700,493
715729
15,236

검사현황
검사 중 결과 음성
20,722 679,771
19,875 695,854
(-)847 (+)16,083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 15일 0시)”, 2020.5.15.

농식품 분야 기업ㆍ국민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2.)

개요
❍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기업·국민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해결, 2020.5.12.]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2019년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5회)
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
<7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
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제도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
- 총괄부서·분야별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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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감사 등 징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훈령 제·개정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하여 농식품 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의 장 마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제도 활용
- 법정 의무교육을 대면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인증 신청자가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 우선 발급 등 7건
❍ 적극행정 제도 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 추진
-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
- 경영난에 처한 외식업체 운영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산부와 자가
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 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
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억 원 → 200)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 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
- 농업인단체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

- 28 -

⎗ 정책동향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1.)

❍ [농식품부,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 추진, 2020.5.11.]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2020년 5월 6일
(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모집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 표준확산사업: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특정
업체가 도산한 경우, 사후관리(A/S)가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규격표준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신청…지원을 희망하는 제조기업은 2020.5.6일~5.19일까지 신청,
서류평가(5월 말)와 발표평가(6월 중)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 △지원…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확산되도록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기업에게
자문(컨설팅, 50개 업체 내외) 및 제품 개선(75개 업체 내외) 비용을 지원※

※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농산업체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50개 업체 내외)을
통해 제품 설계변경을 한 후,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75개 업체 내외)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 센서(13종):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지온
◈ 구동기(9종): 천창,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지역 푸드플랜 연계패키지 지원 8개 지자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3.)

❍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연계패키지 지원 8개 지자체 선정, 2020.5.13.]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이 원활히 실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개 지자체를 선정※

※ 2019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5년간(2019～2023) 404억 원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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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이란?>
•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
• 직매장·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② 농업인 소득 증대, ③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④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 2020년 현재 67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52)에서 푸드플랜 추진 중

- (주요 내용) △선정된 지자체…서산시, 장성군, 유성구, 이천시, 구미시, 남해군,
진주시, 김제시, △지원내용…선정된 지자체(시·군·구) - 농식품부 – 광역지자체
(시·도)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2020~2024) 431억 원※ 지원,
지자체별 전담자문가(FD, Family Doctor)를 위촉하여 전문가의 현장 중심 일대일
자문·점검 추진

※ 지자체별 지역 유형(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및 지역농산물 공급 기반(유통･가공
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보완) 등에 따라 상이
❙지자체별 지원 규모❙
지자체
지원예산(국고, 억 원)

서산
29

장성
49

유성
2

이천
67

구미
118

남해
27

※ 지방이양사업의 당초 국비 지원규모(지방이양으로 도비로 전환됨) 포함

진주
112

김제
27

❙지역 푸드플랜 연계패키지 지원 대상사업(2020~2024)❙
구분

2019년(8개)

2020년(16개)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체계구축,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 농산물직거래(직매장설치, 교육‧홍보) • 농산물직거래(직매장설치,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농식품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기획
생산체계구축)

농촌진흥청
시·도※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향토산업육성

※ 시‧도 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에서 해당사업을 푸드플랜 추진,
시‧군에 지원할 경우 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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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사업 지원 과제 45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1.)

❍ [농식품부,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사업」 지원 과제 45건 선정, 2020.5.11.]
농축산용 미생물 기업의 친환경 미생물농약, 비료, 사료첨가제 등의 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확대 추진

※ 2017년부터 농축산용 미생물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화 비용 지원 및 미생물 효능 검증
(미생물 효소 활성 검사 등), 대량 배양 등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미생물을 건조, 가공하여 제품 형태로 만드는※※제형화 지원, 미생물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평가 등 최종 제품화 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 제품화 단계: 효능 검증 ⟶ 대량 배양 ⟶ 제형화 ⟶ 안전성 평가 ⟶ 제품 등록

- (주요 내용) △사업 내용…시제품 제작, 실증 등 산업화 비용 지원과 효능 검증,
대량 배양, 제형화, 안전성 평가 등 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선도제품 개발 과제
2건(과제당 2년간 7천만 원), 일반 과제 43건(과제당 3~8백만 원 단년도 지원) 선정
완료, △서비스 제공…효능 검증 429건 선정 완료되었고, 미생물 대량 배양 40건·
제형화 20건·안전성평가 80건은 연중 지원 수요 접수※ 받을 예정

※ 지원 접수 및 관련 문의: cialm@cialm.or.kr(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업 육성
◈ (2020년 예산) 14.5억 원(국고 4.35억 원, 지방비 10.15억 원)
◈ (사업시행/운영) 전라북도 /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과학로 241 / 홈페이지: www.cialm.or.kr
◈ 사업내용
- (효능평가) 미생물 활성 시험, 약효 분석 결과 등 제공
- (배양·제형화 지원) 센터 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미생물 대량 배양, 제형화 최적 조건 확립 및
시제품 생산 지원
- (교육·컨설팅) 기업 인력 실습 교육, 기업 경영 컨설팅 등 지원
- (산업화 지원※) 미생물 기업 대상 신제품 개발·해외시장 개척(선도기업 지원), 제품 실증·홍보(일반
기업 지원) 등 예산 지원(분야별 차등 지원)
※ 2020 지원기업: 선도기업 지원 과제 2건(건당 35백만 원씩 2년 지원), 일반 지원 과제 43건(건당
3∼8백만 원 단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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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개시
자료 : 농촌진흥청(2020.5.11.)

❍ [농촌진흥청,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개시, 2020.5.11.]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을 2020년
5월 12일 전남 고흥 한우농가에서 2020년 처음으로 실시

※ 맞춤형 종합상담은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가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개별상담 또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

- (주요 내용) △한우, 젖소, 돼지, 흑염소 4개 축종※(가축 종류)에 대해 2020년 9월
까지 축산농가와 영농후계자 845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30회※※ 추진,
△이 중 일반 축산농가 21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특히 흑염소 농가들의 교육, 상담
요청에 따라 흑염소 축종을 추가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축협 2개 지역에서 상담
실시, △2019년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관리 농가를 15곳으로 확대

※ 한우 23, 젖소 4, 돼지 1, (흑)염소 2
※※ 30회(지방농촌진흥기관 24회, 지역축산농협 6회)
※※ 코로나19로 농업인 집합상담 추진이 힘들 경우 농가 현장방문 상담만 실시하는
등 탄력 있게 운영할 방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5.13.)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5.13.] 지난 2020년 5월 7일~12일(6일간)
동안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12건※이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612건): 파주 97건, 연천 241건, 철원 29건, 화천 23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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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5.12.)❙
구분
신고
확진
1 2019.10.02. 2019.10.03.

시도
경기

․
․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강원
강원
경기
강원
경기
강원
경기
경기

2020.5.6.
2020.5.6.
2020.5.8.
2020.5.10.
2020.5.10.
2020.5.11.
2020.5.11.
2020.5.11.

2020.5.7.
2020.5.8.
2020.5.10.
2020.5.11.
2020.5.11.
2020.5.12.
2020.5.12.
2020.5.12.

시군구
주소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화천
고성
연천
화천
연천
화천
연천
포천

화천읍 신읍리 산218
현내면 명호리 산68
연천읍 부곡리 406-1
상서면 마현리 산45
왕징면 북삼리 317
화천읍 동촌리 산11
신서면 마전리 산180
관인면 중리 산218

결과
양성

비고
DMZ 내

양성 민통선 외(약 8.2 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3.4 km)
양성 민통선 외(약 0.4 km)
양성 민통선 외(약 0.2 km)
양성 민통선 외(약 4.0 km)
양성
민통선 내
양성 민통선 외(약 13.7 km)

❙멧돼지 ASF 검사현황(2020.5.7.~5.12.)❙
분석결과
검사시료 건수
총 171건(폐사체 71, 포획 100)
파주
연천
철원
발생지역
화천
양구
고성
포천
그 외 지역

합계
171
14
28
6
19
35
6
11
52

폐사체
양성
7
3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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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음성
64
9
11
1
10
14
6
13

양성
1
1
-

음성
99
5
14
5
6
21
5
4
39

⎗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코로나19 대응 OECD 사회정책 동향
[기획] 코로나19 동향 코로나19 대응 OECD 사회정책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게 게시된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OECD
사회정책 동향”(출처: Covid-19: protecting People Societies)(2020.5.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2020년 4월 3일 코로나 위기와 관련한 사회정책에 관한 정책브리프를 발표,
OECD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생활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더 심각한 영향에 놓여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
❍ 이에 OECD는 코로나 사태로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 및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 사회보호조치, △중소기업 및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응적·협조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
<코로나19 주요 동향>
❍ [부와 소득 측면] 코로나 사태는 2008~2009년 경제 위기의 여파가 치유되는 과정에
발생하여 대부분의 가구가 충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소득손실※은 심각한 재정적
제약 유발이 가능

※ OECD의 기존분석에 따르면 ① 젊은층, ②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 ③ 대졸 이하의
경우 3개월의 소득손실로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층(유로지역)의 소득하위 20% 가구의 경우 임대료 공공요금 식비 등의
필수지출의 비중이 가구소득의 75%를 차지하여 빈곤위험에 직면, 중산층의 경우
에도 약 20%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구조로 과다부채의 위험에 직면
❍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 이번 위기는 주로 저소득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중산층도 심각한 영향
- 사회적 거리두기, 상점·교통·음식점 및 호텔 등의 영업정지 등 전염병 극복을
위한 조치는 재택근무가 어려운 저숙련 저소득근로자의 일자리에 큰 영향※

※ 영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재택근무는 주로 고소득 사무직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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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가 가능한 관리직, 전문직 등의 경우에도 사업장 자체가 폐쇄(휴업)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제한되는 한계
❍ [주거(housing) 측면] 과밀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 더 큰 위험에 직면
- OECD에 따르면, 평균 12%의 가구가 과밀주거에 거주 중으로 이 경우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심리적 긴장이 더 높고 기본적 위생※의 확보도 어려운
경우가 존재

※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빈곤 가구의 6.8%는 기본 위생상태 결여
- 충분한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은 물론 취약
계층은 중요한 정보의 공유, 원격 진료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험※

※ 2018년 기준, 29개 OECD 국가 평균적으로 85%의 가구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
국가별로는 멕시코(60% 이하), 일본(70% 이하) 등 편차가 큰 편
- 노숙자 과밀주거 거주자 등 현실적으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계층을 의료·보건
기관 치료의 우선순위에 두어 전염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거자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필요
❍ 이 외에 전염병 유행과 대규모 사회적 격리에 따른 불안,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
가정 내 긴장 증가 등의 정신적 위험도 증가 가능
- 과거 사스감염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9% 이상이 심리장애(psychiatric
disorder), 25%가 트라우마, 16%는 우울증 경험 등 진술
- 이동제한 등 조치로 가족 내 대면 상호관계는 급증하여 가족 간 결속을 강화할
수 있으나 격리기간 장기화로 가족 내 긴장이 증가할 수 있고, 따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건강상 위험 증가 위험
<취약계층별 위험 요소>
❍ [노인]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고, 감염 후 예후가 좋지 않으며, 격리조치에 의한
일상생활 변화의 위험이 큰 경우가 많음.
- 특히 건강상태가 나쁘고, 혼자 살거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가족
(주로 배우자)을 돌보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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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대폭적인 금리인하, 대규모 재정
지출 등의 시장변동 상황은 적립식연금의 연금소득에 영향을 주어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
❍ [여성] 위기에 따른 소득상실(crisis-driven income loss)의 위험에 더 취약한 경향으로
이는 소득 및 보유자산의 수준이 낮고, 보육 등 돌봄의무로 인해 추가적인 단발성
일자리(piecemeal work) 확보가 어렵기 때문
- 코로나 사태로 큰 영향※을 받는 관광, 서비스 등의 산업은 여성인력의 고용비율※※이
높아 여성은 실직과 소득감소의 높은 위험에 노출

※ 2008년 경제위기는 남성지배적 업종(제조업 금융업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금번
코로나 사태는 주로 서비스업종 등 여성고용이 높은 업종에 영향
※※ 산업별 여성고용비율: 항공운송(47%), 식음료서비스(53%), 숙박서비스(60%),
소매업(62%)
- 이 외에 코로나 사태로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 등의 위험을 더 증가될 우려
❍ [아동] 코로나 사태는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과밀주거 및 노숙가정 저소득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위험성이
높음.
- 학교휴업 기간 중 홈스쿨링은 가정의 홈러닝 환경에 크게 좌우되며,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홈스쿨링 지속에 어려운 여건※

※ 2015년 PIS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정의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공부공간이
없거나(25%), 컴퓨터 및 인터넷접근 부족(20%) 등의 여건
- 한편 끼니 및 여가활동을 학교에 의지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격리기간 중
방치될 우려도 발생
❍ [청년] 청년에게 코로나 사태는 니트족(NEET)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단절 직업훈련기회의 축소 등은 학업 및 직업 훈련
참여 등에 대한 동기부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년니트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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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9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고용 동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 줄 우려

※ 2008～2009년 동안 OECD 국가의 30세 미만 근로자의 일자리 중 10% 소멸,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국가에서 2007～2014년간 청년고용이
반토막이 된 사례 등
❍ 이에 OECD는 코로나 사태로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 사회보호조치, 중소기업 및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응적
협조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에 대한 보호>
❍ [사회적 보호]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자격갱신이 어려운 경우 각종 사회급부 등
사회보호자격의 자동연장,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장치 활용, 대규모
실업에 대응한 관대한 실업급여, 비전형 일자리 및 비공식 경제 종사자에 대한
한시적 급부자격 부여 등 고려
-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품 전달체계 마련
및 격리 등으로 심리적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주기적 체크 등 필요
❍ [보건의료] 격리와 완화 전략 및 은퇴한 의료인력의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과부하 완화, 보건의료종사자의 과로 및 희생에 대한 보상, 정보공유 및 개인위생
강화, 격리기간 중 긍정적 정신건강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 등 고려 필요
❍ [주거] 가구소득 감소로 주거안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각종 지원(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유예 및 할인, 퇴거유예 등) 및 노숙자에 대한 긴급주거 제공 등 고려 필요
❍ [교육서비스]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온라인 학습 지원, 취약아동 및 취약가정에 대한
강화된 지원 및 맞벌이 가정의 예상치 못한 돌봄 수요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
<중소기업 및 취약근로자 지원>
❍ 관광 등 타격이 심한 업종 및 기업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등의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
❍ 수요감소에 따른 조업단축 및 무급휴직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업단축 기간 중
온라인 직업훈련 활성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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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관련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질병휴가 등 관련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 외에 한부모, 청년, 저학력 근로자,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 등에 대한 소득보조
강화 등 고려 필요
<대응적·협조적 거버넌스 구축>
❍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현황 및 결과, 보건의료체계 현황, 감염방지 대책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포괄적 정보의 제공
❍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명확한 위기대응체제의 구축 및 명확하고 유연한 의사
결정체제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생필품의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가격교란 방지
❍ 백신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각계각층의 협업 강화
❍ 국내외 협업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G7, G20) 등)를 활용한 위기극복 체제 마련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코로나19 식품지원프로그램
※ 미국 JDSUPRA“USDA Announces Coronavius Food Assistance Program”(2020.4.28.)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식품지원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지원 목적
으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소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직접지원과
상품구매 방식으로 나눠짐.
❍ [직접지원: 160억 달러] 생산자 그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식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2020년 1월 이후 최소
5% 가격 하락이 발생한 농산물에 지급되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하락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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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상 지원금 규모❙
품목
축산
곡물
특용작물
기타

금액
96억 달러
39억 달러
21억 달러
5억 달러

- (두 가지 계산 방식을 통해 지원금 결정) 1)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된 가격 손실의 85%를 지원, 2) 2020년 4월 15일부터 다음 두 분기까지 예상
되는 손실의 30%를 지원함.
- 품목당 12만 5천 달러, 농가당 25만 달러로 지원 제한되고, 전체 소득에서 농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75%에 못 미쳐 조정된 총소득이 90만 달러이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 식품지원프로그램에서 농가 직접지원은 2020년 5월 초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은 2020년 7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보충할
것임.
❍ [상품구매 지원: 30억 달러]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농식품 위주의 식품 박스를
푸드뱅크나 지역 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단, 신선품, 유제품, 육류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을 대상으로 구매 지원이 이루어짐.
■ 자료 출처: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s-food-assistance-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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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2020.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인력의
이동을 제한하였음. 그러나 이는 농식품 공급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
- 소비자들은 공황 구매, 사재기와 같은 과열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동 제한 조치는
냉장 컨테이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의 부족을 초래함.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공적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류, 외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농촌 관광도 크게 위축됨.
❍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현재 농식품 공급체인의 위험 요인으로
△원유(原乳)의 수집·운송·가공 능력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
에서 투기나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농작업 근무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음.
❍ 유럽연합은 원활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녹색 차선※ 신설, 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CAP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국경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가 15분 이하로 소요되는 차선을 뜻함.
※※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함.

❍ 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장관들은 현재 역내에
농식품이 충분히 존재하며,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공급체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음.
- 또한, △CAP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관리·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제1축과
제2축 간 예산 전용을 유연하게 하며,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함.

※ 워시에초스키(Wojciechovski)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 역시 2020.3.27일 인터뷰를
통해 CAP의 간소화·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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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코로나19 대응정책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2020.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본 코로나19 대응정책
❍ [동향 및 영향]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
학교 등의 휴교, 행사 자제, 외식·관광 수요 감소, 타 국가들의 입국 제한 등이
진행 중임.
-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급식용 농산물, 화훼, 소고기, 과일
등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등의 예약
취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 수출감소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였음.
❍ [피해 산업 긴급대응] 일본 정부는 국내 감염확대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을 2020년 2월·3월에 발표하였으며,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
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함.
-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농림어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 이자율 감면 등 추진
- 고용조정보조금을 통한 종업원 휴업수당 등 지원, 각 업계의 보조금 활용 촉진
- 학교급식 납품 중지에 의한 미이용 농산물의 대체 판로 확보 지원, 급식용 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
- 농촌관광지역에 코로나19 예방대책 등 정보 제공
❍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대응]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국민이 식량 공급현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특설 페이지 개설, 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식료품 공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정책국 등에 상담창구 설치
- 식품산업사업자 등에게 원활한 식품 공급 요청 및 국민에게 과도한 사재기 자제
요청, 식료품 공급현황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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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 ‘국산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 소비촉진 운동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촉진 운동
❍ [긴급 경제대책]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0일에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와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였음.
- 생산기반 유지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인 등의 사업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노동력 확보 및 경영불안 대응, △생산·공급체제 유지를 위한 판매 촉진,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 향후에도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kikaku_200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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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수출 제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이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을 활용한 주요 농산물 정보 공유 등을 추진
- G20 회원국들은 2020년 4월 21일 특별 농업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G20 의장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둘라만 알파들리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식품시스템 차질과 식량안보에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회원국들도 G20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
- 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성, △식량
안보를 위협할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명문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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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 위기에 국제 공조로 대응하기로 하고
향후 국제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식품 판로 확대 지원에 노력키로
❍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주요 곡물인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 아직까지는 수요대비 공급 여력이 있지만 식량 위기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과
밀의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7.2%, 2.5% 상승
- 쌀 가격은 2020년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쌀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의 임시 수출 제한 조치와 물류 차질※
때문이라고 FAO는 분석

※ 곡물 수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화가 아무리 많아도 곡물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밀은 세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7월 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올랐으며, 러시아는 국내 시장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의 수출 할당제를 실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을 볼 때 아직
식량위기 현실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요 농산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
❍ 세계 주요 식량인 쌀과 밀의 교역이 정체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의 식량 위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 주요 곡물의 자급력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서 시작한 식료품 가격
급등 현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산
하고 항구 봉쇄 조치를 발령할 경우 국내 사용 물량 소진 후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운송과 무역 기능이 마비되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식량 위기가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0년 5월 13일(현지 시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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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반대로, 곡물 수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분석도 나와
- 2020년 5월 14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측은 ‘시장
모니터 5월호’를 통해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지난달(2020.4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분석
- AMIS에 따르면, 2020~2021년 밀 생산량은 7억 6,260만 톤으로, 사상 두 번째 최고치를
나타냈던 지난해 생산량(7억 6,240만 톤)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는
호주와 카자흐스탄의 생산량이 반등한 데다, 러시아와 인도 등지에서의 생산량도
증가했기 때문
- 또한, 쌀 생산량은 5억 1,12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줄겠지만, 소비량도 5억 1,200만 톤
까지 동반 감소할 것으로 관측, 곡물 가운데 쌀은 일부 국가의 수출제한 조치로
7.2% 올랐지만,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쌀 수출제한 조치 철폐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었다는 게 FAO 측 설명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량 전문가들은 사재기 열풍과 생산 및 유통 차질로 가격
혼란이 생겨 식량 가격 폭등을 전망했지만 오히려 외식감소로 가정 내 식사가 늘어
나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음식 섭취량도 함께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와
❍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육류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미국 육류가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고
국내 수입업체들 중 일부 미국산 쇠고기의 공급 가격 인상을 통보했지만 국내 수입
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냉동 제품이 많고 수입육 제고량이 많아 이번 사태로 국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
- 또한, 만약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면
호주산 쇠고기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공급이 다소 차질이
생기면 한우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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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미국의 가장 큰 육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를 비롯해 스미스필드푸드 등 전국 20여 개 주요 공장이 무기한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소·돼지의 도축이 지연되며 출하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육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0.5월 첫째 주 미국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감소, 미국 내에서는 육류 품귀현상이 나타나 미국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육류제품을 1인당 최대 3개까지만 구매하도록 구매량을 제한
❍ 쌀 ATM기※는 지난 2020년 4월 베트남 호찌민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뒤 하노이·
껀터시와 롱안·후에·떠이 응우옌·푸옌성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쌀 ATM기는 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독지가들이 먼저 기부 활동을 시작했고, 좋은 뜻에 공감
하는 후원자들이 쌀을 잇달아 기탁해 운영

※ 가구당 하루 1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거주증을 확인한 뒤 줄을 서서 쌀 ATM기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 1.5∼3㎏이 나오는 방식

❍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곤란을 겪는 빈곤층을 위해 쌀을
배급※하는 ‘쌀 ATM기’가 등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70억 달러(32조 8천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고, 최대 1천만 가구에 식량 지원과
전기요금 할인 등 사회복지를 제공하기로 약속

※ 쌀 배급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무주택자, 빈곤층으로 설정

- 2020년 5월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수도권에
쌀 ATM기 10대를 설치했으며, 쌀 ATM기는 하루 1천 명의 빈곤층에게 쌀 1.5㎏씩,
모두 1.5t을 배급
❍ 코로나19로 대량 실직 사태로 인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미국 중산층들까지
식량 배급 행렬에 가담, 미국 언론들은 무료로 나눠주는 빵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
섰던 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 국민들을 연상시킨다고 보도
- 현재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는 식량 부족에 허덕일 만큼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들까지 식량 배급을 받는 이유는 저축과는 거리가 먼 미국인
들의 경제습관※이 한 이유라고 지적

※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사를 보면 미국인 40%는 비상금으로 쓸 현금으로 우리 돈
50만 원도 없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모기지와 오토론, 신용카드 등의 빚을
지고 있어 실직하면 당장 먹을 게 없어 푸드뱅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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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년 5월 12일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
-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 질서를 복원
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행동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 특히, 한국이 2020년 5월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공동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해 확대
발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19로 농업분야도 각종 피해가 발생※해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20년 5월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2020년 6월 10일까지 진행
하는 이 청원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3차 추경안 농업대책 반영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제안

※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이 판로를 잃고, 화훼농가는 졸업･입학식은 물론
각종 행사가 취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로 인력난이 가중

- 청원은 “농업피해를 이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
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러시아 등
주요 곡물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한 것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농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인지하고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수출과 물류 차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시·도민 1천 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9.5%는 코로나 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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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7.6%는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고,
74.9%는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으며, 20.3%는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고 답변
❍ 신간 ‘미래 시나리오2021’은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해 온 최근 보고서를 분석해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 방향을 분석
- 코로나19가 하반기 내 종식되지 않을 경우 내수 침체,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최악의 상황도 예측해야 하며,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잘 활용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아시아 신흥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며, 급증한 소비자들의
농식품 온라인 구매(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계기로 소매와 식품·요식 업체들의
온라인 구매(B2B·기업 간 거래)와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지의 대응이 시급※

※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려면 산지유통시설의 저장･선별포장･가공･운송 관련 센서･
전자태그 등 데이터 기반 구축, ▴‘소비지분산물류기지화’, ▴도매시장과 산지･소비지
거래도 현물을 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의 이미지 경매, 온라인 거래체계
대폭 보강, ▴농산물 운송차량･포장박스･운반팰릿 등 운송물류시설･장비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의 전자화가 필요

자료: “코로나19발 식량 안보 우려, G20 공동 대응”(이데일리, 2020.5.9.),
“코로나로 식량 값도 하락… 세계식량지수, 15개월 만에 최저”(조선비즈,
2020.5.11.), “코로나19발 식량 안보 우려, G20 공동 대응”(연합뉴스,
2020.5.11.), “ [뉴 스 터 치 ] 美 중 산 층 들 도 ‘ 식 량 배 급 ’ 행 렬 ” (MBC,
2020.5.12.), “인도네시아서도 ‘쌀 ATM기’…코로나 빈곤층에 단비”(SBS,
2020.5.12.), “[발행인 칼럼]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안보” / “[사설] 코로나
19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인지도 높아져, 위기를 기회로”(농수축산신문,
2020.5.12.), “유명희 통상본부장, WTO에 코로나 대응 무역 가이드라인 제안”
(연합뉴스, 2020.5.12.), “코로나 사태에 쌀·밀 가격 폭등…식량 위기 불씨
되나”(이데일리, 2020.5.12.), ““3차 추경엔 꼭 농업대책 반영을” 애타는
농심, 청와대에 국민청원” / “고기 귀해진 미국...1인당 구매량 제한 조치도”
(농민신문, 2020.5.13.), “[비바10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다,
‘미래 시나리오 2021’”(브릿지경제, 2020.5.13.), “‘식량대란’ 우려
했었지만…곡물 수급 양호”(디지털타임스, 2020.5.14.), “[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산물 유통혁신전략”(농민신문, 2020.5.15.), “남수단은 밀, 인도는
감자값 급등… 세계 식량위기 조짐”(조선일보,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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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3.)

개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5.13.]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

※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 결과
1.

반려동물등록 현황

❍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 대비 443.6% 증가※하였
으며,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

※ 농식품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019.7.1.～8.31.) 운영, 범국민 대상 홍보 및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등록이 증가

-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27.4%) ＞ 서울(15.7%) ＞ 인천(7.5%) 순

※ (2017) 104,809마리(전년 대비 증가율 14.4%) → (2018) 146,617(39.8) → (2019)
797,081(443.6)
-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

※ 내장형 353,489마리(44.3%) ＞ 외장형 250,271(31.4%) ＞ 인식표 193,321(24.3%)
❍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인 것으로 조사

※ (2019년) 동물병원 3,362개소, 동물판매업소 639, 동물보호센터 153, 동물보호단체 7
※ (2018년) 동물병원 3,245개소, 동물판매업소 108, 동물보호센터 141, 동물보호단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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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증가
2.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

❍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이며, 13만 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비용은 2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형태별) 민간위탁(위탁보호, 231개소) ＞ 지자체 직영(39개소) ＞
시설위탁(14개소) 순
-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75.4%) ＞ 고양이(23.5%) ＞ 기타(1.1%)로 조사

※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 (2017) 102,593마리 → (2018) 121,077 → (2019) 135,791
-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6.4%) ＞ 자연사(24.8%) ＞ 안락사(21.8%) ＞ 소유주
인도(12.1%) ＞ 보호 중(11.8%) 순이며, 비율은 전년과 유사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단위: %)❙

-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2017) 155.5억 원 → (2018) 200.4 → (2019) 232
❍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
4,989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90억 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

- 49 -

⎗ 통계·조사

-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33.9% 증가

※ 길고양이 중성화: (2017) 38,059마리 → (2018) 52,178 → (2019) 64,989
※※ 운영비용: (2017) 48.0억 원 → (2018) 67.9 → (2019) 90.8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7,15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2,555명
으로 조사

※ 동물보호법」개정(2017.3월)으로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4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외에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됨.

- (업종별) 동물미용업 37%, 동물판매업 24.4%, 동물위탁관리업 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 는 35.8% 증가

※ 영업장 현황: (2017) 4,592개소 → (2018) 13,491 → (2019) 17,155
※※ 종사자 현황: (2017) 6,063명 → (2018) 16,609 → (2019) 22,555

4.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6.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4.7%), 반려견 미등록(11.6%) 등

※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392명,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실적이 5,926건으로 조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한 명당 활동실적※은 15.1건으로 전년(9.7건) 대비 56% 증가

※ 명예감시원/활동현황: (2017) 295명/1,226건 → (2018) 351/3,390 → (2019) 39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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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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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전국 말벌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0.5.11.)

개요
❍ [농촌진흥청, 2018~2019년 전국 말벌 실태조사※ 실시, 2020.5.11.]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동대학교 정철의 교수팀과
함께 2018년~2019년(2년간) 동안 전국 말벌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지 및 조사방법) 17개 광역시･도, 120여 개 시군구에서 위도 및 고도를 고려하여
선정, 2018년 272지점, 2019년 280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채집된 말벌은 2018년 14,991
개체, 2019년 11,562개체 / 상업용 말벌포획기

조사 결과
❍ 전체 말벌 개체 수 중 등검은말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9%에서 2019년 72%로
크게 증가
❍ 등검은말벌의 전국 분포 특성을 보면 경남, 전남,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체 수가 증가, 특히 광주, 울산, 대구 등에서 증가 폭이 컸으며, 개체 수가 적었던
고위도 지방인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
❍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과 황말벌의 비율은 증가했고, 장수말벌,
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감소
❚ 전국 말벌의 종별 포획 비율
❍ [2018년] 총 14,991개체 포획
- (분포 비율) 등검은말벌 49% ＞ 말벌 19% ＞ 장수말벌 11% ＞ 꼬마장수말벌 9% 순
❍ [2019년] 총 11,562개체 포획
- (분포 비율) 등검은말벌 72% ＞ 장수말벌 8% ＞ 좀말벌 6% ＞ 말벌 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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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말벌 종별 포획 비율❙

<등검은말벌>

❚ 지역별 종별 말벌 포획 밀도(개체 수/트랩)
❍ [등검은말벌 지역별 포획 밀도 변화] 경남, 전남, 부산에서는 다소 감소하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 특히, 광주에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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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 종별 밀도 변화]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말벌이 가장 크게 감소

❚ 고위도 지방 말벌 종별 밀도 변화
❍ 고위도 지방에서는 등검은말벌의 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말벌류는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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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전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5.)

개요
❍ [FAO,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시장모니터 5월호 발표, 2020.5.15.] AMIS의
시장모니터(Market Monitor) 5월호에 따르면,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
으로 양호하나,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2020.4.21.)에서 각 회원국이 중요
하게 평가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농산물 시장을
모니터링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 (설립배경) 2008, 2010~2011년 농산물가격 폭등, 세계 곡물가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정보 파악 및 공동 대처를 위해 2011년 G20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독립 기구로 설립(2011.9.)
• (설립목적) 식량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예상치 못한 곡물가 상승과 같은 식량안보 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대두)에 대한 시장정보 및 관련 정보 수집·제공
• (참여) 로마 FAO 본부에 소재한 관계 기관 합동 플랫폼으로 FAO, OECD 등 10개 국제기구 및 G20
등 28개 회원국 참여
• (주요 업무) △농산물(밀, 옥수수, 쌀, 대두)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 재고 등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농산물 시장 상황 예측정보 제공, △농산물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시장정보 관련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지역 단위 교육 추진

AMIS 세계 주요 곡물 수요-공급 전망
❍ [밀] 2020/21년도 생산량은 762.6백만 톤※으로, 사상 두 번째 최고치인 전년(762.4)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FAO에서 발표한 첫 2020/21년도 밀 수요-공급 전망으로, 밀을 제외한 품목(옥수수, 쌀,
대두)은 2019/20년도 전망치임.

- (주요 원인) 호주,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반등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
- (소비량) 소비량(759.4)은 전년(760.3)과 비교해 정체 상태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사료 및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식량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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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2019/20년도 생산량은 1,141.5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할 전망
- (소비량) 소비량(1,130.5)은 미국과 중국의 에탄올, 전분 및 사료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전월(1,152.9)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쌀] 2019/20년도 생산량은 511.2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감소
- (주요 원인) 캄보디아, 말리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생산면적 감소와
파키스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인해 전월(512.0)보다 감소
- (소비량) 소비량(512.0)은 나이지리아의 식용 및 중국의 산업용 소비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따라 전월 대비 감소
❍ [대두] 2019/20년도 생산량은 339.3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26.8백만 톤(약 7.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량) 소비량(356.5)은 남미 국가의 생산량 감소 및 유럽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월 대비 하향조정되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예상
❍ [AMIS 사무국] 과거 위기 상황의 경험에 비추어, 식품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혼란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농식품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MIS 정보 활용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강조한 주요 농산물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자제 촉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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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 시장모니터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대두) 수급전망(단위: 백만 톤)❙
품목

밀

품목

옥수수

쌀

대두

구분
생산
공급
소비
교역
재고

2019/20 추정
762.4
1,034.2
760.3
175.1
272.8

구분

2018/19 추정

생산
공급
소비
교역
재고
생산
공급
소비
교역
재고
생산
공급
소비
교역
재고

1,119.5
1,488.7
1,139.3
166.1
361.2
514.2
690.1
508.6
44.1
183.5
366.1
415.5
353.6
150.3
60.4

2020/21 예측(2020.5.7일 기준)
762.6
1,035.4
759.4
176.3
274.6
2019/20 예측
(2020.4.2일 기준)
(2020.5.7일 기준)
1,140.6
1,141.5
1,501.8
1,502.7
1,152.9
1,130.5
167.3
167.1
342.4
365.0
512.0
511.2
695.1
694.7
513.4
512.0
45.1
44.5
182.6
183.0
342.7
339.3
401.1
399.7
359.5
356.5
151.6
152.7
42.9
46.5

<용어정리>
• (생산량) 밀 생산량은 유통연도의 첫해 생산량을 의미(예: 2020/21년도 생산량은 2020년 생산량), 옥수수
및 쌀 생산량도 유통연도 첫해 생산량(북반구 및 남반구)을 의미하나, 쌀 생산량은 북반구의 두 번째 해
생산량도 포함함. 대두 생산량은 북반구의 유통연도 첫해 및 남반구의 두 번째 해 생산량을 의미
• (소비량) 밀, 옥수수, 쌀 소비량은 식용, 사료용 및 기타 용도(종자, 산업용, 수확 후 손실) 소비량을 포함
하고, 대두 소비량은 분쇄, 식용 및 기타 용도 소비량을 포함함.
• (교역량) 교역량은 수출량을 의미, 밀과 옥수수의 교역량은 첫째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 기준 수치이며, 밀의
경우 밀가루(곡물 상당치)를 포함, 쌀 교역량은 유통연도 두 번째 해 1~12월 출하량을 의미하며, 대두 교역량은
첫째 연도 10월~다음 연도 9월 기준 수치임. EU 국가 간 교역량은 제외됨.
• (재고량) 모든 품목의 세계 재고량은 각국 유통연도 말 재고량의 합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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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20년 4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5.12.)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2020
3월
4월

식량가격지수
213.3
209.8
201.8
164.0
161.5
174.6
175.5
171.6
168.9
172.9
175.3
179.0
177.2
178.6
176.5
175.7
169.1
174.6
168.4
171.4
173.2
174.0
175.8
172.7
167.1
167.8
164.5
162.9
161.8
161.5
168.4
163.9
167.0
167.6
170.7
173.8

육류
182.0
184.1
198.3
168.1
156.2
158.8
161.2
165.2
169.3
172.7
175.6
174.9
174.3
174.0
173.1
172.8
169.7
170.1
167.5
170.3
171.0
170.4
168.7
166.5
165.2
166.8
163.8
160.4
162.6
162.4
166.3
160.1
162.7
164.5
170.9
174.3

유제품
193.6
242.7
224.1
160.3
153.8
193.0
194.2
189.8
183.6
193.0
209.0
216.6
219.7
224.2
214.8
204.2
184.4
202.2
179.9
191.1
197.4
204.1
215.2
213.2
199.1
196.2
191.0
181.8
175.8
170.0
192.9
182.1
192.4
204.3
215.0
226.1

곡물
236.1
219.3
191.9
162.4
146.9
146.9
150.5
147.8
146.0
148.0
154.3
162.2
153.0
151.9
152.7
153.1
152.4
151.6
156.6
161.3
165.4
168.5
172.6
166.8
161.9
168.7
164.0
165.7
164.1
167.8
165.3
168.7
168.5
164.7
160.1
162.3

유지류
223.9
193.0
181.1
147.0
163.8
186.3
178.7
167.6
161.1
168.7
162.1
160.4
164.4
171.9
170.0
172.2
162.6
168.8
163.1
158.0
156.8
154.6
150.6
146.1
141.9
138.2
134.9
132.9
125.3
125.8
144.0
131.2
133.5
127.6
128.7
127.4

설탕
305.7
251.0
241.2
190.7
256.0
288.5
287.9
256.5
233.3
227.9
197.3
207.5
203.9
204.2
203.5
212.7
204.1
227.3
199.9
192.4
185.5
176.1
175.3
177.4
166.3
157.3
161.4
175.4
183.1
179.6
177.5
181.9
184.1
180.4
181.7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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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