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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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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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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클라우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한·중 그린뉴딜 협력 강화
2021년부터 농촌협약 시범 도입
코로나19 계기 안심식당 전국적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아젠다발굴
•
•
•
•
•
•

[기획] 코로나19 동향 ❙ 코로나19 이후 환경 부문의 중요성
이슈 브리프 ❙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농산물 무역 영향 전망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식품 부문 내 자금 접근성 실태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일본 여성 농업인의 역할 변화
언론 동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19년 귀농인·귀촌인통계
• 2019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EU 집행위원회,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 발표

⎗ 정책동향

정책동향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자료 : 기획재정부(2020.6.25.)

개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6.25.] 금번 회의에서는 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
2019년 가구원수별 비중(장래가구추계, %): (1인) 29.8, (2인) 27.5, (3인) 21.1, (4인) 16.4,
(5인 ) 5.2

※

↑

-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
❍ 이에 정부는 2020년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 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소득 돌봄) 소득, 건강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주거)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 (안전)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 강화 필요,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와 연계 강화 필요, (소비) 1인가구 관련 신산업※※(Solo-Economy) 육성 필요

※

･

※※ 소포장 제품, 간편 가정식,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온라인 판매시장 등

-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2020년 8월 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소비 측면)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 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
예)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국내 시장규모: (2014) 2.3조 원 (2016)
2.7 (2018) 3.6 (연평균 1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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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대응 정책 기본방향❙
정책
목표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
➊ 소득·돌봄
•
•
•
•

5대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

➋ 주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5개 → 2)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
•
•
•

청년·고령층 맞춤형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➌ 안전

➍ 사회적 관계망

• 사전 예방체계 확충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관제, 신상
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민감대응시스템 전국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➎ 소비(Solo Economy)
• 간편식품산업
•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
- 시장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 디자인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유도
지원 확대
• 온라인 판매 산업
• 외식업
- 중소·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강화
- 1인가구 메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 로봇 산업
- 돌봄로봇 등 관련 상품 공급 활성화
실태
조사

◈ 1인가구 정확한 현황, 정책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 강화
◈ 상세분석자료 발표, 기존 조사체계 내실화 등

❙1인가구 대응 정책 추진계획❙
과제명

주관기관

일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0.8월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보건복지부

~2022년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모델 개발)

보건복지부

2020.下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2020.下

Ⅰ.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1. 소득·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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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관기관

일정

보건복지부

계속

국토교통부

계속

▪ (법)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

국토교통부

2020.下

▪ (제도)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

국토교통부

2020.6월

▪ (사업지원) 공유주택 모태펀드신설

국토교통부

2020.11월

국토교통부

2021년

▪ 청년·부모 별도 거주 시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토

국토교통부

2021년~

▪ 업무시설 1인용 주거 개량 및 공공매각 시 추가주차장 설치면제

국토교통부

2020.9월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국토교통부

2020.下

▪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고도화

법무부, 경찰청

2020.下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밀착 관리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020.下

경찰청

2020.7월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2. 주거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가구수요맞춤 공급
▪ 세부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기타 과제

3. 안전

 여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충

▪ 여성범죄 관련 통계개선
▪ 취약 1인가구 안전시책 마련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2020.下
2021년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시스템 강화
▪ 신속·민감대응시스템(서울경찰청)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경찰청, 지자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 여성안전제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지역 발굴
4. 사회적 관계망

2020.11월
2020.下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방안 지원
▪ 1인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

여성가족부

2020.下~

▪ 가족센터 건립 지원 단계적 확대(2019년 5개소 → 2020년 64)

여성가족부

계속

보건복지부

~2021.4월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 고독사 예방법 하위법령 완비
5. 소비

 (간편식품산업) 시장활성화 기반마련 및 고품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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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관기관

▪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등 관련 기본제도 정비
▪ 간편·가공식품 개발 확대
▪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계약제배 활성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정
2020.下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계속

▪ 1인가구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20.9월

▪ 푸드페스타를 통한 홍보이벤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 디자인 우수제품에 1인가구 분야 신설 및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
큘럼 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 스마트홈서비스, 무인배송 등 서비스 지속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입점 등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계속

▪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20.4/4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체계 확충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下

▪ 동행세일 기간 중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0.6월~

▪ 독거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 스마트홈·반려 로봇의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통계청

2021.6월

보건복지부

2021.上

통계청

2021.6~12월

여성가족부

2021.3월

 (외식업) 1인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지원 및 홍보

 (생활소비재·스마트홈) 1인가구 관련 상품개발 지원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진출 지원

 (로봇) 청년·고령층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 확대

Ⅱ. 1인 가구 실태파악 강화

 1인가구 현황 심층 분석 및 결과 공표
 1인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통계조사 1인가구 관련 조사강화
▪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 가족실태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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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6.23.)

개요
❍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2020.6.23.]
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2019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
❙디지털 정부혁신 목표 및 추진전략❙

- 5 -

⎗ 정책동향

주요 내용
❚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가속화]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022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1년에 도입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0년 도입함
으로써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
❍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2020년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2020년 말까지 100종, 2021년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 △2020년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
(CBT)으로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체로 확대
❚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
❍ [국민비서·민원상담 365 도입] 2020년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 가능
❍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022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
❍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
전입 3종인데, 2020년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11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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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며, 2021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
❚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확대하고 민관협력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 지난 2020년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2020년 말 설치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
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한
대응력도 제고
❚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IOT 재난안전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
❍ [AI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
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포용적 디지털환경 조성]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
❍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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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
자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0.6.24.)

개요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0.6.24.]
2020년 6월 24일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
-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호)「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2호)「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3호)「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 는
핵심 기반※ ※ 으로 주목
클라우드: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저장 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우수한
AI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

※

･ ･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전망: (2015) 95.6조 원 → (2019) 269.5 → (2023년) 599, 향후
연 22.1%↑(IDC, 2020년)
※※※ 세계 데이터 유통량은 연 61% 성장(2025년 175제타바이트), 95% 이상이 클라우드
에서 처리(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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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혁신은 물론 클라
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민간의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혁신도 이루어
지며,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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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
-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방안을 포함
❍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이 2019년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
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4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주체 간 신뢰 확보가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부각
-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의 핵심 기술로 주목※
독일(2019.9.), 호주(2020.2.) 등은 기존에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너지, 금융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가비전 전략을 발표

※

･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2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
- (전략 1) 신뢰강화, 효율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
<7대 분야 주요 내용>
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021~2022)
②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021~2022)
③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2020~2023)
④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21~2022)
⑤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 활용,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021~2022)
⑥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개선(2020~2024)
⑦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021~2023)

- 10 -

⎗ 정책동향

- (전략 2)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인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신원 및 자격증명 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

- (전략 3)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 지원,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신남방 국가대상 블록
체인 기업 진출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 (전략 4)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 (전략 5)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AI 연구 허브 구축
❍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5차 전체회의(2020.4.28.)에서 “감 잡은 4차위”
라는 기치 아래 정부 정책에 대한 수시 권고를 추진하기로 운영 방향을 의결
❍ 이에, 세계는 지금 AI 패권 장악을 위해 국가 지도자가 앞다퉈 AI 국가전략을 선언·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들은 국가 주도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을 1호 권고로 심의·의결
❍ 주요 내용으로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
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
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
❍ 이를 통해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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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20.6.26.)

❍ [정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2020.6.26.]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
점검회의(2020.6.26.)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최초의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
- (주요 내용)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여, 가전·
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이르는 다양한 할인행사를 기획 중,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숭례문)를 개최하며, ‘코리아 고메’(2020.7.3.~7.30.),
‘특별 여행주간’(202.7.1.~7.19.) 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

※ 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등 6개 지역
한ㆍ중 그린뉴딜 협력 강화

자료 : 환경부(2020.6.24.)

❍ [환경부, 제4차 한·중 국장회의 화상회의 개최, 2020.6.24.] 환경부는 2020년 6월
24일 서울(한강홍수통제소)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4차 한·중 국장회의를
열고, 중국 생태환경부와 그린뉴딜, 대기환경, 기후변화 등 양국 환경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 (주요 내용) △그린뉴딜이 기후·환경적 도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는 전환점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와 협력의 마음가짐으로 양국 간 그린뉴딜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 △지난 2020년 3월에 확정한 2020년도 ‘청천계획※ ’의 주요
사업별 진전상황과 설립 2주년을 맞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업무계획을 점검,
△2020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공동행동 5개년(2020~2024) 계획이 차질없이 채택되도록 협력하기로

※ ‘청천계획

양해각서(2019.11월, 양국 장관)’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이행계획 확정시
(2020.3.31.) 기존 3대 협력분야(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9개 협력사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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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수석대표 주요 논의 결과>
◈ (계절관리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화상회의(2020.4.28.) 당시 논의했던 대기질 개선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문가 학술회에서 보완
◈ (기술교류회) 기술교류회 화상회의(2020.4.28.) 당시 논의했던 대기오염방지 정책 중 공업보일러
배출저감 정책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추적 감시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0년 하반기
중 대면회의를 재개
◈ (공동연구) 한·중 공동연구단이 화상 학술회(2020.4.28.)를 통해 공동연구한 결과(한국 3개, 중국
2개)를 공유하고, 지상 관측지점을 총 8개(한·중 각 4개소)로 확대하기로 합의
◈ (환경산업화)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착수회의(2020.5.19.)에서 중국 산둥성과 텐진시를 중점 협력
지역으로 확정한 결과를 공유하고 2020년 7월 상하이시와 광둥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1대1 기업 상담회를 추진
◈ (청천 학술회) 양국의 청천계획 이행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첫 개최를 목표로
지난 2020.3월부터 실무급 및 고위급 영상회의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하반기에 한·
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과 병행하여 청전 학술회(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 농업·농촌 동향

2021년부터 농촌협약 시범 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6.25.)

❍ [농식품부, 2021년부터‘농촌협약※ ’ 시범 도입 시·군 선정, 2020.6.25.]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

※ 농촌협약: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 (주요 내용) △시범 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2021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 △장기적
으로 농촌협약의 대상 정책 범주를 확대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 운영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

※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021～2025)’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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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개요>
◈ (추진 목적) 중앙과 지자체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활력 제고 등 공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체결 조건) ① 농발계획 수립, ②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③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 추진
◈ (협약 주체) 농식품부 장관,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
- 시장·도지사(시·도비 투자 시), 사업 추진 시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당사자로 참여 가능
◈ (대상 지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예정 시·군(9+3개소)
◈ (협약 대상)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
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비전 토대로 수립,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등 포함 가능
◈ (협약 기간) 5년으로 설정,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협약 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300억 원 +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 (협약 이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군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성(안)❙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향상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농촌마을의 노후화와 함께 주거공간과 공장(창고), 축사, 재생
에너지 시설 등이 혼재·난립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농촌다움이 약화※※
※ ▴농업활동의 공간, 농업인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들도 함께 체류·활동하는
공간으로 농촌의 의미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 일자리 구직 및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농촌지역에 유해공장·폐기물업체 등 각종 시설 난개발로 암마을 발생
지역
문제상황
∙ 마을 인접(직선거리 500m) ‘계획관리지역’에 비료공장 입지(2011)
00마을 ∙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발병, 그 중 14명 사망
∙ 암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 대비 2.05 수준
∙ 폐기물업체 건립 후 4명 폐암 사망
00마을
∙ 분뇨 악취, 폐기물 처리 화학약품 냄새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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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요>
◈ (문제 원인) △(계획수립) 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나, 제도적 장치 미흡※, (토지이용) 국토계획법·농지법 등 관련 법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건축물 입지가 가능※※
※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농촌지역(읍·면)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군계획은
도시 중심적 계획이며, 농촌지역 계획은 미흡
※※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농지·산지 외 농촌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지정
※※ 2007년 농지에서 축사 건립 허용, 2012년 이후 태양광시설 건립 확대 등도 주요 원인
◈ (추진 방향) △농촌의 계획입지(농촌공간계획)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
관리를 추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
추진(2020.6월~)※※
※ 농촌마을을 공장·축사 등과 분리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농촌다움 유지 및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농촌공간계획-농촌협약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관리의 실효성 확보
※※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농촌공간관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 추진(2021년~)

코로나19 계기 안심식당 전국적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6.22.)

❍ [농식품부, 품격있는 식사문화를 위한 안심식당 확산 본격 추진, 2020.6.22.] 코로나19
계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
- (주요 내용)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 △지자체※ ※ 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
2020.6.19일 현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 은 1천 4 개소※※이지만, 모범 식 , 위생
등급제 지정 식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확산을 도모

※
재
당 백
음점
음점
빠른
※※ 전남 952개소, 광주(광산구) 145개소, 인천(연수구) 60개소, 대구 115개소 등
<안심식당 지정요건 3대 과제>

❶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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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6.26.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6.25.(목) 0시 기준 1,220,478
6.26.(금) 0시 기준 1,232,315
변동
(+)11,837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12,563 10,974 1,307
282 1,207,915
18,900
12,602 11,172 1,148
282 1,219,713
18,828
(+)39 (+)198 (-)159
11,798
(-)72
바이 스 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6일 0시) , 2020.6.26.

“코로나 러 감염

”

결과 음성
1,189,015
1,200,885
(+)11,870

◈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6.23.)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효율 제고, 2020.6.23.] 번식기 이후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증가 및 여름철 포획
여건변화 등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여 포획장※ 확대 설치 등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
야생 지 서식 도가 은 지역에
등으로 가 리시설을 설치하고 이, 유인제
등으로 유인하여 한 에 여
리를 포획하는 시설

※

멧돼

밀 높
그물
꺼번 러 마

두

먹

- (주요 내용)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화천군※ 에 빠른시일 내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틀※ ※ 과
포획트랩※ ※ ※ 설치를 확대하고 먹이 공급 등 관리를 강화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성과를 높일 계획
2020년 6월 중 4건 발생( 근 발생일 2020.6.14.)

※
총
최
※※ 포획틀: 유입구가 있는 상자 형태의 장치로, 내부에 먹이를 배치하여 멧돼지를 유인･포획
※※※ 포획트랩: 땅속에 매설하여 멧돼지가 밟는 경우 스프링 장치 등이 작동하여 멧돼지를
포획하는 장치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6.23.] 지난 2020년 6월 16일~6월 23일
동안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52건※이 발생
사육 지 발생현황(14건): 주 5건, 연천 2건, 포 2건, 강화 5건
야생
지 검 현황(652건): 주 98건, 연천 270건, 원 29건, 화천 244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4건

※
※

돼
멧돼 출

파

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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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별 세부상황(2020.6.16.~6.23.)❙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1
․
․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2020.6.15.
2020.6.18.
2020.6.18.
2020.6.18.
2020.6.18.
2020.6.17.
2020.6.22.
2020.6.22.
2020.6.22.
2020.6.22.
2020.6.22.
2020.6.22.
2020.6.22.

2020.6.16.
2020.6.19.
2020.6.19.
2020.6.19.
2020.6.19.
2020.6.19.
2020.6.23.
2020.6.23.
2020.6.23.
2020.6.23.
2020.6.23.
2020.6.23.
2020.6.23.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포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

연천읍 부곡리 394
신서면 대광리 1033
중면 마거리 688
중면 횡산리 산228-2
중면 횡산리 산228-2
창수면 신흥리 155
연천읍 부곡리 393
연천읍 부곡리 산96
중면 마거리 482
중면 마거리 482
중면 마거리 482
중면 마거리 482
중면 마거리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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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현황(2020.6.16.~6.23.)❙
분석결과
검사시료 건수
총 244건(폐사체 65, 포획 179)
파주
연천
철원
발생지역
화천
양구
고성
포천
그 외 지역

합계
244
6
29
5
27
58
4
55
60

폐사체
양성
12
12

포획
음성
53
4
6

양성
1

16
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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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
178
2
11
5
11
41
4
52
52

⎗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코로나19 이후 환경 부문의 중요성 등
[기획] 코로나19 동향

코로나19 이후 환경 부문의 중요성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Covid-19 이후 사회복원력 제고를
위한 환경 부문의 중요성”(2020.6.19.)(출처: △From containment to recovery:
Environmental resposes to the COVID-19 pandemic, △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demics)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OECD는 현재의 각국 정부의 단기·장기 경제지원 정책이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웰빙, 생산성 향상, 회복력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개혁
및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새로운 단기 재정 세제 조치의 의도치 않은 미래의 회복력이나 환경 건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평가
- 회복 계획으로서의 현재 환경기준의 후퇴 지양
- 가능하다면 더 큰 환경개선이나 성과를 위한 부문별 재정지원 조치
-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환경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조치
- 사회의 환경 건강을 향상시키는 이점에 대한 확실한 의사소통
❍ Covid-19로 인한 공중보건시스템과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환경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미래의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대기질 개선은 Covid-19와 같은 유행병에 대해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발병을
감소
-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낮추고,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건강 리스크를 최소화
- 환경건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돕고
커뮤니티의 건강성과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시너지를 창출

- 18 -

⎗ 아젠다 발굴

<웰빙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대기질 개선>
❍ 장기적인 대기오염에 노출의 건강 영향은 호흡기 전염에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하버스 연구 결과, 대기오염(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Covid-19로 인한 사망확률이
15% 높다는 결과

❍ Covid-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들로 인해 대기질이 개선되었으나
이는 단지 임시적인 효과에 불과
❍ 깨끗한 대기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공중보건·웰빙·회복력을 강화,

농작물·산림·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감소※

※ 2008년 베이징올림픽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으로 생체지표가 개선되고 신생아 체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 이는 결국 의료비 비용 감소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예방하여 상당한
경제적 효과로 연결
❍ 대기질 개선과 환경 건전성, 회복력 향상에 교통 부문과 산업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
- Covid-19로 인한 텔레워킹, 텔레컨퍼런스 등 사업 영역에서 변화는 교통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 감염의 우려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 필요
- 산업부문에서는 장기적인 산업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고 더 깨끗한 생산 지속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고려할 필요
❍ 이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기관리 정책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정기술을 위한 기업 장려 등에 관한 정책
고려 필요

※ 토지이용계획, 교통과 환경 정책,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 모니터링 수단 등

<깨끗한 물 위생의 접근성 강화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바이러스를 감염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의 조치가 손씻기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위생서비스는 공중보건을 위해 매우 중요

- 19 -

⎗ 아젠다 발굴

-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깨끗한 물 위생서비스가 부족※한 실정
세계 22 명의 인구가
한 식수서비스, 42 명은 위생서비스를 지 하는 실정

※

억

깨끗

억

받 못

❍ 현금 흐름의 감소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 가격은 부담 능력이 없는 가계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은 깨끗한 물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위협을 감소
❍ 위기지원패키지는 물 인프라 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공공 지원·투자를 고려하여
미래의 물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
SARS-Co -2 등 은
이 위생과 접한 관련

※

V

많 감염병 물･

밀

❍ 이를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위생서비스, 공공 손소독(비누, 알코올 등)
접근성, 서비스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 고려, 장기적 관점의 물 인프라 투자, 폐수
에서의 바이러스 검출 정보 공유 강화 등의 정책 고려 필요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 의료,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는 건강과 환경에 2차 영향을
최소화하는 필수적
- Covid-19로 인해 의료 폐기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폐기물 처리는 환자, 의료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
초기 우한의 은 발 시기에 의료 기 은 240 일에 달하는 으로 조사(발 전 평균
기 의 양은 40 일 수 )

※

높 병
톤/ 준

폐물

폐물

톤/

것

병

- 가정에서도 청소, 소독 용품의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여 기타 쓰레기와 쓰레기와의
분리배출 처리의 필요성 증대※
SARS-Co -2는 판지 플라스 에서 수 시간에서 수일 지 생존

※

V

나

틱

까

❍ 이를 위해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작업자에 대해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공, △플라스틱 감소와 재활용 조치의 유지, △장기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 고려 필요
<생물다양성 보존>
❍ 인류는 세계의 생태계를 파괴, 악화시키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이용·파괴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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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인 서식지의 파괴와 야생 동물과의 접촉 증가로 사람들은 야생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큰 위기로 이어졌을 가능성※

※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의 75%가 동물원성 감염병으로 추산(Ebola,
HIV, dengue, SARS, MERS, Zika, West Nile 등)
- 농사 면적·집약도 확대 등의 푸드 시스템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작물의 수분작용, 물 정화, 홍수 예방, 깨끗한 공기 등의
수많은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

※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USD 125-140조/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동물원성 감염병 전이 리스크를
낮추고 현재의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
❍ 이를 위해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지원,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이용을 위한 정책 수단 개발, △경제부문의 생물 다양성 주류화
및 보조금 개선, 사업·투자 결정에서의 생물다양성 요소 포함 등의 정책 고려
필요

이슈 브리프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TRADE
FOCUS, 2020년 제22호, 2020.6.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
하였습니다.

<개요>
❍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21일~5월 28일 동안 ‘전국 양회※(全国两会)’를 개최하고
2020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

※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954～)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정협, 1949～)를 통칭함. 1985년 이후로는 매년 3월에 개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5월로 연기되어 개최,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신장(1/6)을
시작으로 상해(1/29) 등 29개성, 사천성(5/9), 운남성(5/10)의 ‘지방 양회’가 개최됨.

- 전국 양회에서는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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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20년 1월에 앞서 개최된 ‘지방 양회’를 통해 각 성·시는 2020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8% 수준※에서 발표

※ 북경, 상해, 광동, 중경 등 주요 도시의 목표는 6% 제시
- 2020년은 ‘13·5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로, 안정적인 경제·사회 발전(稳中求进,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
하고, 내수확대, 빈곤 탈피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인구당 GDP 3,000달러, 도시 거주민 가처분소득 1.8만 위안, 농촌 인구당 순수입 8천 위안
이상 등 요건 포함,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후, 2단계의 사회발전 단계로 사회주의 현대화
(2020-2035),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2035-2050) 목표를 추친
- 취업 보장, 민생 보장 등 ‘6대 보장’을 통해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 대외 무역
안정 등 ‘6대 안정’을 도모
❙‘6대 보장(六保)’❙

❙‘6대 안정(六稳)’❙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저성장이
확실시되면서, 하반기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도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소비위축에 대응하고자 하반기 주요 경기부양책
으로 확대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실시
- 이에,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 및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전망
❍ 2020년 중국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 배경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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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주요 6대 정책 방향>
1.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금리 인하, 세금 및 각종 비용 감면 또는
납부 연기 등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
- 지준률·금리 인하, 재대출, 정부 보증 범위 확대, 다양한 융자방식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대출을 편리화하고 자금 부담을 경감
- 2020년 한 해 동안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모가 2.5조 위안을 상회하고, 증치세
감면과 기업의 양로보험요율 인하 등 세금 및 비용 감면 규모는 전년 대비
5,000억 위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력 제고

❍ ‘인터넷+’ 및 데이터 경제발전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 융합산업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재권 보호 강화
-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공업 네트워크 발전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를 촉진
하고, 코로나19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커머스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
- 기업의 R&D 투자 확대, 국가실험실 건설 가속화, 국가 중점 실험실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
- 한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평등한 시장 기회 보장 등 정부 혁신을 통해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경영 환경개선
-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원스톱’ 온라인화를 통해 업무 및 생산 복귀, 시장 및
영업 조기 정상화
- ‘창업판※(创业板‧차스닥)’ 개혁 및 시범 등록제 시행, 성급 정부의 건설용지에
대한 자주권 확대, 인재 유동 확대, 기술 및 데이터 시장 육성 등 혁신을 통해
요소시장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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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개장한 중국판 나스닥시장,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상장되어 있는
IT 기술주 중심의 거래소
- 기업 고유의 성격과 연계된 불합리한 규정의 폐지 등 민간기업 또한 생산요소와
정책지원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계획’ 실시, 국가 자본 감시 관리체계 개선, 혼합
소유제 개혁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시장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
3.

내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이커머스 활성화, 온오프라인 융합 확대, 보행자 쇼핑거리 활성화, 내구재 교체 구매
장려를 포함한 다각적인 소비 촉진 정책 추진
- 식당, 상점, 문화, 여행, 가정 등 생활 서비스업 중심의 수요를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두는 한편, 농촌 지역의 이커머스 및 택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교체 등을 통한 소비 창출
❍ 2020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최초로 제시된 내수 전략 핵심 키워드인 ‘양신일중
(两新一重)’을 중심으로 신소비 창출을 위한 유효투자 확대
- 지방정부 전용채권 3.75조(작년 대비 1.6조 위안 증가) 위안을 배정하고, 전용채권을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
- 자동차, 신재료, 바이오의약 등 근간 산업 중심의 구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5G,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소비 수요 창출
서부 대개발 지속, 동북 전면
, 중부 지역 기, 동부 선제적 발전.
지(
,북경,
천 , 하북성) 협업 발전. 위에강 (粤 , 동- ) 개발, 산지 (
,
상해-강소성- 강성-안 성 일대) 일체화 발전, 청위( 渝, 청 -충 ) 성 경제권 건설,
해양경제발전을 포함

※

4.

진

절

진흥
굴
징진 京津冀
아오 港澳 광 홍콩 마카오 창 아오 长三角
휘
成 두 칭쌍

대외 협력을 통한 개혁·개방 확대

❍ 다자협정 체결 및 서명 가속화, 무역협상 지속,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외무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추진,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 추진,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의 공동 실천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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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커머스 산업 발전 가속화, 수입 확대, 적극적인 외자 유치, 무역비용 감소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구
-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개혁·개방 자주권 확대, 하이난(海南) 자유 무역항 건설,
중서부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보세구역 신설
- 외자기업의 네거티브 리스트 포함 비율 축소 등 내·외자 기업에 대한 평등 대우
확대, 주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외자에 대한 개방 범위를 확대※

※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전국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완화된 ‘자유무역시험구 버전’의 네거
티브 리스트를 별도 발표할 예정
- 한편, 서비스 무역 활성화, 중국기업 수출 상품의 내수화, 수출 신용보험 범위 확대
등 정책을 통해 내수와 대외 무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
5.

고용 및 민생 보장을 통한 경기 안정

❍ 도시 신규 취업자수 9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6% 내외, 등기 실업률 5.5%
내외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규제 개선,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화 도모
- 취업에 불리한 제한을 폐지하고, 중점 업종과 중점 대상자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확대, 특히, 대학 졸업생, 퇴역 군인, 농민 근로자가 평등한 고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비 납입 연기, 고용 관련 행정
사업성 수수료를 전액 취소
- 2020년~2021년 직업훈련 인원 3,500만 명을 달성하고, 직업전문대학 정원 200만 명을
확충하는 등 교육을 통한 고용 환경개선 도모※

※ 농촌 교육시설(기숙사, 학교 등), 일류 대학 및 학과 설립 추진, 대학의 농촌 및 빈곤

지역 학생에 대한 모집 규모 확대

❍ 농촌 전체 인구의 빈곤 탈피,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민생 보장
- 빈곤 탈피, 농촌 생활수준 향상 등 민생 개선을 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중점분야의 지출은 보장하고 건물 증축 등 일반성 지출은 감축
◈ 3.9만 곳의 노후 단지 개조, 엘리베이터 증설, 단지 내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확대
◈ 은퇴자 기본 양로금 증액, 전국에서 약 3억 명이 수령 중인 거주민 기초 양로금 최저 표준 등을
상향 조정

- 25 -

⎗ 아젠다 발굴

- 공공위생체계 건설, 질병 예방 통제 시스템 혁신, 전염병에 대한 직보 및 예비
경보시스템 완비
◈ 코로나19 특별 국채를 활용하여 백신, 약물, 검사 기술 R&D, 방역 의료시설, 이동 실험실을 확대
하고, 응급물자 보장과 기층 위생 방역 등을 강화
◈ 거주민 1인당 의료보건 재정보조 표준액을 30위안 증액, 중의약 발전, 식품약품 감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6.

환경 보호, 에너지 안전 확보

❍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저장능력 제고 등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안전 확보
- 오염수,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 이전 및 업그레이드,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시장 확대
- 석탄의 활용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석유, 천연가스,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체계 정비, 에너지 저장능력 제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점차 변모해왔으며, 향후,
발전의 속도보다는 혁신과 효율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최근, 공급 및 수요 타격으로 성장의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에
주력하며 ‘온중구진’의 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
-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진작과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 혁신과 정부 혁신을
추진할 예정
- 한편, 불확실한 해외 수요와 지속되는 미-중 갈등, GDP의 154%에 달하는 기업
(금융업 제외) 부채,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증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난항이 예상
❍ 2020년에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 및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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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6대 정책 방향❙

❍ 우리기업은 중국 정부의 ‘6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중국
시장 접근이 필요하며, 차세대 기술 융합 산업의 발전,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 등
내수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 기업의 ‘인터넷+’, 데이터 경제 기반 제조업
혁신과 융합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데이터 기반 생활서비스, 의료·
헬스 등 분야에서의 현지 경쟁에 대비
- 중국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에 대한 R&D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한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수출 등 신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 한편, 글로벌 기술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해외에서의 중국기업
지재권 보호 또한 강화되고 있어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제품 수출 시 상표권
및 지재권의 적시 등록과 관리에 더욱 유의
-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커머스와 O2O 소비가 재조명 받고, 정부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시험구 재량 확대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커머스
유통채널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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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재 교체 구매, 쇼핑거리 개선, 야간 경제 활성화, 농촌 소비 진흥 등 소비 촉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내수용 품목에
대한 전략적 수출확대 도모
❙우리기업의 2020년 중국 시장 진출전략❙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농산물 무역 영향 전망
※ 미국 USDA-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0.5.29.)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농산물 무역 영향 전망
❍ [수출]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출은 1,365억 달러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30억 달러 낮아진 수준임.
- (대두) 브라질 대두 수출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9억 달러 줄어든
165억 달러 전망함.
- (면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0억 달러
낮아진 52억 달러가 될 전망임.
- (옥수수) 충분한 수출물량 재고와 에탄올 연료 소비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5억 달러 줄어든 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밀) 충분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고 미국 밀 가격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3억 달러 줄어든 61억 달러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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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과 유제품)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수입 수요 증가가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
수요 감소를 상쇄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할 전망임.
❍ [수입]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입은 1,302억 달러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23억 달러 줄어든 수준임.
- 맥주, 신선과실, 신선채소와 같은 원예 작물의 수입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무역수지] 2020년 무역수지는 2019년보다는 개선되겠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발표된
2020년 무역수지보다는 수입액 감소 폭보다 수출액 감소 폭이 더 커 악화될 전망임.
❙미국 농산물 무역 추이 및 전망(단위: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수출
수입
무역수지

1,402
1,191
211

1,434
1,275
159

1,355
1,309
46

출처: USDA-ERS.

2020 전망치
2020.2월 발표 2020.5월 발표
1,395
1,365
1,325
1,302
70
63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517/aes-112.pdf?v=8070.4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식품 부문 내 자금 접근성 실태
※ fi-compass에서 발표한 “The needs of farmers and agri-food companies are
significant, also in light of the COVID-19 crisis, and EAFRD funded financial
instruments have a role to play in bridging these gaps”(2020.6.11.)를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부문 내 자금 접근성 실태
❍ fi-compass※가 농업인(7,600명)과 농식품기업(2,2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이들의 경영상 위협요인은 자금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나타났음.
E 집행위원회와 유 투자은행 간의 공동 이
로, 정지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

※ U

럽
음

니셔티브 재

- 농업 부문 파이낸싱갭※(financing gap)은 198억 유로에서 466억 유로 사이로, 농식품
부문 파이낸싱갭은 128억 유로 이상으로 추정됨.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위기로
자금 부족분은 더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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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싱갭: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신생･벤처･중소기업이 정상적
으로 자금을 투융자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
❍ EU에서 농업 부문 자금 조달은 높은 이자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대출과 상환
조건이 다른 부문에 비해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규모 농가들은 비교적 자금 접근성이 높은 반면, 청년농과 같은 신규 진입 농가들은
자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소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담보 자산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식품 부문은 자금 출처가 다양해 농업에 비해 우호적인 재정 환경에 처해 있으나,
금액과 범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트업 업체와 혁신
기업들이 가장 큰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음.
❍ EU 공동농업정책(CAP 2021-27)에서는 농촌개발자금(제2축 예산)으로 운전자본※
(working capital) 조달 등에 필요한 자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조금과 대출
이자율 할인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전자 : 화 비료, 자, 인건비, 교통비 등 투입 구입에 사용 는 자

※운 본 학 종

재

되 본

■ 자료 출처:
https://www.fi-compass.eu/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여성 농업인의 역할 변화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2020.6.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본 여성 농업인의 역할 변화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6월 16일 2019년 식량·농업·농촌 백서※를 발표하였
으며, 이번 백서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특집으로 다룸.
농 수산성에서는 식량 농업 농촌기 에 입각하여 전년도 식량 농업 농촌 동향과
정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 .

※ 림

･ ･
음

본법

･ ･

❍ 여성 농업인은 농촌 및 지역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작업, 가사, 육아
등 부담이 큰 반면, 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농업경영
및 지역사회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할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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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남성은 농업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농촌에서
여성은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가사, 육아, 간병 등을 부담하였음.
- 생활개선보급사업(1948년),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비전 간담회보고서
(1992년), 남녀공동참여사회계획법 시행(1999년),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남녀공동
참여 규정(1999년)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함.
❍ 20년간의 여성 농업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에 의한 창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체의 수익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전업농 중 여성의 비율은 1999년 46%에서 2019년에는 40%로 감소하였으나 여성
인정 농업인※은 1999년 약 2천 명에서 2019년에는 약 1만1천 명으로 5배 증가,
인정 농업인 중 여성 비율은 1999년에는 1.6%이었으나 2019년에는 4.8%로 3배
증가하였음.

※ 농업경영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에 인정받은 농업인
- 여성이 경영주 및 임원인 경영체의 3년간 경영이익 증가율은 126.6%인 반면, 여성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영체는 55.2%로 71.4%p 차이가 나타남.
- 농업법인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1.8%이며, 건설업(20.3%), 제조업(18.7%), 운수업·
우편업(19.6%), 도매업·소매업(21.8%) 등 타 산업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편임.
- 농촌에서 여성의 창업은 1997년 4,040건에서 2016년 9,4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으며, 개인의 창업이 증가 경향을 보이며 단체에서 독립하거나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농촌 지역의 여성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세대(25~44세)의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남.
- 농촌에서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업무로 인식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부담이 큰
경향이 있음. 여성 농림어업인의 하루 농업, 가사, 육아 합계 시간은 7시간 7분으로
남성에 대비 1시간 19분 많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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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의식개혁, 여성 활동에 관한 주위의 이해가 필요함. 이를 위해 농업, 가사, 육아
등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가족경영협정 체결 및 농업경영계획 공동신청, 여성
농업인의 연대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kihyo04/200616.html

언론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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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주요 동향
❍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6월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산업 전망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
-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동시에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 중”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서 가상
현실,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키오스크·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
❍ 2020년 6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제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트렌드는 △유동적인 삶, △정직하고 진실된 제품에 대한 훌륭한 경험, △음식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도움 주길 바라는 것 세 가지로 소비자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꾸기 위한 생활 방식에 관심이 고조
- 토스카 센터장은 코로나19가 가정의 역할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소매업의 형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든 상황이 회복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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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에 원하는 것은 △먹거리(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투명성, △집밖 보다는 집안에서 소비하는 것, △온라인
장보기, △면역체계를 강화해 자연적인 방어기제 강화, △천연자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물 복지와 환경 기후를 생각하는 가치소비라고 강조
❍ 위메프는 2020년 6월 24일 2020년 상반기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 트렌드로
‘CHANGE’를 제시, ‘CHANGE’란 상반기 소비자들의 주요한 트렌드 6가지 이니셜을
조합한 단어로 △건강에 대한 관심(Concern for Health), △홈코노미(Home+Economy),
△안티 더스트(Anti-Dust), △새로운 소비 패턴(New-Pattern), △새로운 취미(Get
new hobby), △이커머스 강세(E-commerce)를 의미
-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 평소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짐’, ‘홈시네마’, ‘홈카페’ 등 집 공간이 다양화,
‘언택트 소비’, ‘사재기 소비’, ‘실속형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패턴이
나타났으며, 가장 주목할 것은 이커머스의 강세로 온라인 매출 증가와 오픈마켓을
찾는 파트너사 또한 늘고 있는 추세

❍ 한편,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미국 내 대체육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9.8%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후 식료품 분야에서
식물성 식품의 소비는 가속화
-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퍼지는 동물성 질병”이라는 과학자들의 지적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육류 공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육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가격상승은 대체육으로 시선이 집중
- 대체육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와 다양한 신생기업들의 기발한
연구로 거듭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품목의 다양화※도 시장 활기를 더한 요인
거
라 가정에서 쉽게 을 수 있는 트 이
치, 도 , 리고 치 와
터 등의 식 성 유제품들도 다양

※ 햄버 패티뿐 아니
버
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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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공식품인 식물성 고기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며,
가격 또한 비싸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는 ‘가격’ 경쟁보다 ‘가치’가
있는 식품이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향이 강해져
❍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가 지난 2020년 6월 1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식음료 및 무알코올
음료의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가정 내 요리 횟수가 많아지면서 식음료 소비가 늘어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 사태에 따라 식량을 비축해두려는 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며, 그 중에서도
식물성 식품의 소비는 가속화
- 미국 채식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 19일까지 코로나 확산된 16주간
미국 내 식물성 식품 판매량은 일반 식품보다 35% 높은 성장률을 보여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에서도 더 ‘건강’하고 ‘가치있는’
지출을 원하며 이에 부합하는 식품 분야는 바로 식물성 식품
❍ 또한, 유로모니터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지출은 더 값진 가치를 지닌 곳으로 향할 것이며, 이러한
소비패턴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식품회사들이 제품 공급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클린
라벨※’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건강한 가치 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
클 라 : 합성 가
( ), 간결한 원료 리스트와 소한의 가공, 천연 료 사용 등의
필수 요건을 만 시 는 식품에 부여 는 라 을 함. 제품 내 함유 성분을 분명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 으로, 제품이 식품 가 이 들 가지 고 가공을
소화한 원료로 생산 다는 을 의 함.

※ 린 벨 첨 물 무無
최
재
족키
되 벨 말 즉
것
첨물 어 않
최
됐 것 미

-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육식을 이야기하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자연을
한계까지 몰아부치는 식습관의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건강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식물성 식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자료: “농협, 소비트렌드 따라 소포장 축산물 본격 양산 준비”(세계일보, 2020.6.24.),
“대한상의,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현실적인 대안 필요”(이데일리, 2020.6.24.),
“위메프가 꼽은 상반기 소비 트렌드는 ‘C.H.A.N.G.E’”(파이낸셜뉴스,
2020.6.24.), “[FFTK2020] 홀거 토스카가 제시하는 코로나19 이후 食 소비
트렌드”(메트로신문, 2020.6.25.)“코로나가 식물성 식품 소비를 가속화하는
방법”(Real Food,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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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19년 귀농인ㆍ귀촌인통계
자료 : 통계청(2020.6.25.)

개요
❍ [통계청, 「2019년 귀농인·귀촌인통계※」 발표, 2020.6.25.] 행정자료를 활용, 귀농인·
귀촌인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성대상)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이 대상 기간(t-1년 11월 1일～ t년 10월
31일) 중 면(
)지역으로 이동한 자 중 농인,
인, 촌인 조건을 충 한 사
( 성 위) 가구( 농, 촌) 및 개인( 농인, 촌인)
( 성 주기 및 기 시 ) 매년 11월 1일

※작
洞
읍･ 邑･面
※작단 귀 귀
※작
준점

람
귀 귀어 귀
귀 귀

족 람

2019년 귀농인통계
❍ [귀농가구 규모] 11,422가구, 전년(11,961가구) 대비 539가구(-4.5%) 감소
- (시도별) 경북(2,136가구, 18.7%) ＞ 전남(2,014가구, 17.6%) ＞ 경남(1,315가구, 11.5%) 등 순
-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1.42명, 전년(1.49명) 대비 0.07명 감소
❍ [귀농가구주 성별 및 연령] 남자가 68.9%이고, 평균연령은 55.0세로 전년(54.4세) 대비
0.6세 높아졌으며, 50~6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
전년 대비 60대, 7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지 연 대는 소

※

나머 령 감

❍ [귀농가구 특성] 귀농가구의 72.4%는 1인가구였으며, 구성형태로는 귀농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는 85.7%,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가 14.3%를 차지
❍ [귀농가구원 규모] 귀농인 및 가구원은 16,181명으로 전년보다 1,675명(-9.4%)이 감소,
이 중 귀농인은 11,504명으로 전년보다 551명(-4.6%) 감소하였고, 동반가구원은
4,677명으로 전년보다 1,124명(-19.4%)이 감소
❍ [전업·겸업]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7,956명※(69.2%)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548명※※(30.8%)
전업 농인: (2017) 9,194명 (2018) 8,532 (2019) 7,956

※ 귀
→
→
※※ 겸업귀농인: (2017) 3,569명 → (2018) 3,523 → (2019)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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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지역별 이동] 귀농 전 거주 지역※은 경기(19.8%) ＞ 서울(16.1%) ＞ 대구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1.7%(4,792명)를 차지
❍ [재배면적·작물, 자경]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의 81.2%는 0.5ha(5,000㎡) 미만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평균 재배면적은 0.37ha(3,673㎡)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43.9%)와 논벼(30.5%)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배작물별 평균 재배면적은 논벼
(3,600㎡)와 기타(2,676㎡)가 많아
-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 7,176가구 중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는 61.4%, 타인의 농지를 일부라도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38.6%를 차지
❍ [가축사육]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346가구(2018년: 373가구)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육
가축은 꿀벌(43.9%) ＞ 한우(34.1%) ＞ 곤충류(7.2%) ＞ 닭(5.8%) 순※
전년 대비(2018년 2019년) 벌(34.9% 43.9%)과 한우(28.4% 34.1%) 사육가구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산양(10.5% 1.4%) 사육은 게 소

※

→

→

꿀

→
크 감

→

2019년 귀촌인통계
❍ [귀촌가구 규모] 317,660가구, 전년(328,343가구) 대비 10,683가구(-3.3%) 감소
- (시도별) 경기(83,061가구, 26.1%) ＞ 경북(39,229가구, 12.3%) ＞ 경남(37,288가구,
11.7%) ＞ 충남(33,654가구, 10.6%) 등 순
- (가구당 평균 귀촌가구원수) 1.40명으로 전년(1.44명) 대비 0.04명 낮아져
❍ [귀촌가구주 성별 및 연령] 귀촌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1.3%이고, 평균연령은
44.8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24.0%) ＞ 20대 이하( 20.3%) ＞ 50대(18.6%)
등의 순
❍ [귀촌가구 특성] 귀촌가구의 74.1%는 1인가구였으며, 구성형태로는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는 70.1%,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
가구가 29.9%를 차지
❍ [귀촌 가구원 규모] 귀촌인은 444,464명으로 전년보다 28,010명(-5.9%) 감소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236,646명, 여자 207,818명이며, 평균연령은 41.4세,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이하(26.9%) ＞ 30대(22.8%) ＞ 50대(16.8%)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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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인 지역별 이동]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101,868명, 22.9%) ＞ 서울(61,730명,
13.9%) ＞ 경남(38,619명, 8.7%)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0.7%를 차지
❍ [귀촌 전입 사유] 직업(34.1%) ＞ 주택(26.9%) ＞ 가족(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주택, 가족” 사유가 전체의 85.8%를 차지
<귀농인 및 가구원 규모>

<귀촌인 및 가구원 규모>

<귀농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귀촌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주요 용어 설명>
◈ (귀농인/귀촌인)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농가구/귀촌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 (단일가구) 대상 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로만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혼합가구) 대상 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과 기존의 농촌지역 거주자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 (도시와 농촌)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동(洞) 지역의 일부도
농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洞)지역은 일체 도시지역으로 간주
◈ (산촌)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준용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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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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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년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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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 : 통계청(2020.6.23.)

개요
❍ [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발표,
2020.6.23.]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와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2019년 하반기(10월)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

2019년 맞벌이 가구 고용 현황
❍ [맞벌이 가구 고용] 2019년(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230만 5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66만 2천 가구로 전년 대비 1만 3천 가구(-0.2%) 감소,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0%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가구주의 산업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농림어업(83.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2.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56.2%)에서 높아
- 가구주의 직업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83.8%), 서비스 종사자
(65.0%), 판매 종사자(61.2%)에서 높아
❍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
으로 전년 대비 0.8시간 감소
- 남자 44.0시간, 여자 38.1시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9시간 많아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고용]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436만 6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4%로 전년 대비 0.4%p 상승
-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 7~12세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각각 0.4%p, 0.6%p 상승
하였으며, 13~17세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0.1%p 감소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6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 44.2시간보다 3.6시간 적게 나타나

- 40 -

⎗ 통계·조사

❍ [25~49세 유배우 여성 가구의 자녀학력별 고용]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등 이상
재학 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여성가구는 439만 1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2.1%로 전년 대비 0.2%p 상승
-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54.7%, 중학교 재학 60.3%, 고등
이상 재학 60.8%이며, 미취학은 44.7%

2019년 1인 가구 고용 현황
❍ [1인 가구 고용]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67만 1천 가구로 전년 대비 13만 4천 가구
(3.8%) 증가
- 남자가 208만 1천 가구(56.7%)로 여자(43.3%)에 비해 13.4%p 높아
- (연령계층별) 50~64세 101만 2천 가구(27.6%) ＞ 30~39세 83만 가구(22.6%) ＞
40~49세 71만 5천 가구(19.5%) 순
- (산업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145만 9천 가구(39.7%) ＞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72만 5천 가구(19.7%) 순
- (직업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만 6천 가구(22.2%) ＞ 단순노무 종사자 57만
5천 가구(15.7%) ＞ 사무 종사자 54만 5천 가구(14.9%) 순
❍ [1인 가구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1인 가구(291만 2천 가구)의
비중은 100만 원 미만이 11.7%, 100~200만 원 미만이 21.3%, 200~300만 원 미만이
36.0%, 300~400만 원 미만이 18.8%, 400만 원 이상이 12.2%
- 100~200만 원 미만 비중은 전년 대비 3.3%p 하락하였으나,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7%p, 0.9%p 상승
❍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71.8%) ＞
충청남도(67.7%) ＞ 세종특별자치시(65.2%) 순
- (전년 대비) 전라북도(2.7%p), 전라남도(1.9%p) 등에서 상승한 반면 울산광역시
(-4.1%p), 세종특별자치시(-2.3%p) 등에서 하락
❍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취업자인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3시간으로 전년보다 0.8시간 감소
- (성별) 남자는 42.7시간으로 여자(37.2시간)에 비해 5.5시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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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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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20.6.24.)

개요
❍ [EU 집행위원회,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 발표※ , 2020.6.24.] 2020년 6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
보고서는 2012년 E 평균을 100으로 한 2019년 합 신지수도 동시에 발표(7년 전 대비
해연도 신성과 비교목적)

※

당

혁

U

종혁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 동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0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한국 포함 10개국) 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
※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부문 27개지표(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6개 지표만 사용하여 평가)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2019년 종합혁신지수 134점※ 으로 글로벌 경쟁국(EU평균 포함) 중 8년
연속 1위※ ※ 를 기록하였으며, 평가 대상국 전체※ ※ ※ 기준으로는 스위스(165점),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
2019년 E 회원국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신성과를 비교

※
U
혁
※※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22),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순
※※※ EU 27개 회원국, 인접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등 총 47개국

❍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
- ‘특허출원’(502.8), ‘상표출원’(252.7), ‘디자인출원’(228.8) 측면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高인용 과학논문 비중’(76.5), ‘제품·공정혁신 중소기업
비중’(76.6), ‘개방형 혁신’(51.3) 등은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EU 평균과의 격차도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
우리 라 합 신지수(2012년 E 평균 기 )가 2019년 138에서 2020년 140으로 증가 전망

※ 나 종혁

U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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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열위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대책, 혁신성장 보완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 추동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글로벌 경쟁국 혁신수준 비교❙

ur

v

r b rd 2020.

자료: E opean Inno ation Sco e oa

❙혁신 성과에 따른 국가그룹 분류❙
그룹

글로벌 경쟁국

EU 회원국 및 EU 인근국가

혁신 리더그룹
(Innovation Leaders)

한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상위 혁신그룹
(Strong Innovators)

호주,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중위 혁신그룹
(Moderate Innovators)

브라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키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하위 혁신그룹
(Modest Innovators)

러시아, 인도, 남아공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 분류기준 1) 혁신 리더그룹: 2019년도 성과가 EU 평균의 120% 이상인 국가
2) 상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90%에서 120% 사이인 국가
3) 중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에서 90% 사이인 국가
4) 하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 이하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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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