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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발표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정현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 취임식 개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시행
밤 재배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외식 활성화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산업 영향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 산림농업 동향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수입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도 동시 가입 일시적 허용
언론 동향 ❙ 농·임·축산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란다

▮통계·조사
• 2020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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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 : 기획재정부(2020.6.29.)

개요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20.6.29.]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를 발간

※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 (주요 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

주요 정책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 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만 원 → (확대) 3천만 원
※※※ 2020.12.10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수급 가능

❍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현행) 징역 3년, 2천만 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 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 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 3천 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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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보건복지부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법무부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
자료요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다양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징역 3년, 2천만 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기획재정부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신규 부여·변경 시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 인상 등)
□ 병무청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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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환경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기존 34개 지역 → 77개 지역)
□ 기상청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 제공
□ 경찰청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료(2020.6.29.) 참고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1.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 •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경영체(특히, 대도시) 최소화 으로 함.
및 경영정보 현행화(3년 이내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정보갱신 기반 마련)
※ 2020.2.11.「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0.8.12.

2.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익 보호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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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20.5.8.~6.18. 구체적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포함)
3.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를 • (사전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강화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제86조제2항제2호)
신뢰도 제고
※ (현행)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 (개선) 관할
※ 2020.2.11. 「농어촌정비법」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
개정
•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제
86조제2항 제4호),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에서 신고 허용(제86조제3항)
※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 (직권말소) 민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가 사업장을 직권폐업 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정보제공의무 및 직권 말소 근거 신설
(제86조제6항 및 제7항)
• (점검확인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6조의2제4호)
※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
• (표시의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제86조의2제5호)
※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사업장임을 표시

2020.8.12.

4.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통해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
•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완

2020.8.12.
2020.8.12.
2020.8.12.
2020.8.12.
2020.10.1.

5.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기준을 70세로 변경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상향필요

2020.8.12.

6.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지역의위해한빈집을 효율적· •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절차 마련
조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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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7.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자금 지원 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시 경영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 등록정보와 불일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020.8.12.

8.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제11개조 신설,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6개조 개정)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 (이관방향)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돼, 농약기준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보완
※ 2020.3.24. 「축산법」 개정

2020.8.28.

9.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보건 증진
※ (현행)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선) 집유장(책임
수의사) 상기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2020.7.1.

10.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 “유기 70%” 인증제 시행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등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2020.8.28.

※ 2019.8.2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시설·인력)을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한식의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에 적합한 해외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를
※ 2019.8.27. 「한식진흥법」 제정 할 수 있도록 함.

2020.8.28.

12.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을 감안, • 임대차 허용 사유에 고령농업인(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임대를 추가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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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 현행법상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
※ 2020.2.11. 「농지법」 개정
13.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위해압류방지농지연금전용계좌도입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2019.12.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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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7.2.)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2020.7.2.]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7월 2일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정책과제 틀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에 세부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우선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 기조를 모색하고, ‘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 정부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

※ 경제･산업 분과, 사회･문화･공공 분과, 보건･방역 분과, 국제관계･안보 분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비전

새로운 일상,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➊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4대
목표
및
12대
전략

➋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➌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➍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 협력 추진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K-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핵심 과제(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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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2020.7월) 등,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계획(2020.7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2020.12월),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2020.12월) 등,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2020.8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2020.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2020.12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포스트코로나 ODA 전략(2020.7월), P4G 정상회의 개최(2021)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 목표전략 및 핵심과제(40개)❙
전략

핵심과제

1.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
②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③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
①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②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① GVC 재편에 대응한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한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③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한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
2.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①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②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③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 제공
⑤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 디지털 포용성 강화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3.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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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핵심과제
①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②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③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
①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②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③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
①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K-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③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④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4.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①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 협력 추진 ②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 남북 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
①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②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
①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②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

❙주요 정책과제 캘린더❙
일정

7월

정책 과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경제·산업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경제·산업

•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경제·산업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경제·산업

•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

경제·산업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

경제·산업

•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

경제·산업

•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사회·문화·공공

•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

사회·문화·공공

•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

8월

분과

국제관계·안보

• 바이오 산업 혁신방안

경제·산업

• 비대면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

경제·산업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사회·문화·공공

• 열린 평생교육·훈련 세부과제

사회·문화·공공

•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

사회·문화·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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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책 과제

분과

•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산업

•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

사회·문화·공공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

사회·문화·공공

•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보건·방역

•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경제·산업

• 스마트 검역체계 및 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보건·방역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경제·산업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보건·방역

•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보건·방역

•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관리대책

보건·방역

•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

보건·방역

•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

경제·산업

•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보건·방역

•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보건·방역

•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

국제관계·안보

•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2021년

사회·문화·공공

• 분야별 중심국가전략 수립

경제·산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월)

경제·산업

•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월) 및 P4G 정상회의 개최(2021)

국제관계·안보

• ODA 국가별 협력전략(2021.1월~)

국제관계·안보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발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2.)

❍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확정, 2020.7.2.] 2020년 7월 2일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9차 회의를 통해 10개 부처·청※ 이 함께
마련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 ’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
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

･

･

･

･

･

･

･

･

･

※※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0～2025)

- (주요 내용) △범부처 데이터 통합 수집·활용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인체유래물, 모델동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 ※ , △신·
변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신속 제공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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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신약, 의료기기, 종자･가축, 지능형 농업, 바이오 화학/에너지 등) 연구 분야 바이오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 마련

※※ 수요자 맞춤형 연구소재 개발･보급, 소재 분석 데이터 제공
- (향후 계획) 4차 산업혁명을 이끌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협력하여 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비전 및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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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주요 실행과제

소관 부처

【 전략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➊-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중심의 데이터 수집 체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➊-2. 데이터 등록 표준 양식 마련 및 시스템 구축(R&D 과제지원
시스템 연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➊-3.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및 인센티브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➋-1. 임상 연구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➋-2. 데이터 스테이션 활용 인프라 조성(데이터 분석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➋-3. 비공개 데이터 공유 매개 및 실물 소재 정보 연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➋-4. 글로벌 데이터 협의체, 주요 저널과 협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 전략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➊ 인체유래물, 동물 등 14대 클러스터 중심으로 소재 육성
(품질관리 강화, 소재 정보 확보, 소재 활용 서비스 제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➋ 수요자 맞춤 운영을 위한 소재 클러스터별 발전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➌-1. 주요 소재 국내 수급률 향상 및 국제 협력 통한 다양성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➌-2. 산·학·연의 해외 소재 도입 지원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➌-3. 바이오 소재 보급·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 전략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체계 정립
➊-1.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前, 바이러스, 감염동물 등 신속 공급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➊-1.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데이터, 검체 DB 수집·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➋-1. 재난대응용 활용 인프라 보강(BSL3시설, 감염병 데이터 분석툴 등)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➋-2. 표준화된 동물 감염 및 병리판독 시스템 구축·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략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➊ 정책 연계 다부처 협업사업 추진(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➋-1. 시장성 있는 소재·서비스 산업화 추진(희망 업체 기술이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➋-2. 수요자 소통 강화(바이오 자원 정책 자문단, 자원 신문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및 소재 활용 실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처

※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0개 부처·청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발표”(2020.7.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
Id=29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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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6.30.)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2020.6.30.]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 함에 따라 도시가스 全 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 ※ (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
서울시 2020.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
※※ 메가줄(MJ): 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m 는 43.1MJ의 열량을 가짐.
3

- (주요 내용)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
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 △2020년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 △2020년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하여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全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
조정할 예정
<도시가스 요금 조정 요인>
➊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➋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➌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

❙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 원/MJ)❙

※
※
※
※

구분
현행(A)
조정(B)
증감(B-A)
평균
15.2442
13.2489
△1.9953
주택용
15.9347
14.1503
△1.7844
업무난방용
16.4653
14.5154
△1.9499
일반용1
15.8496
13.8315
△2.0181
일반용2
14.8479
12.8298
△2.0181
냉난방공조용
15.1523
13.0024
△2.1499
산업용
14.1772
12.0074
△2.1698
열병합용
13.4854
11.5572
△1.9282
열전용설비용
16.4661
14.7928
△1.6733
연료전지용
13.0245
10.5523
△2.4722
수송용(CNG)
14.0796
11.6238
△2.4558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일반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이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
일반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소각 건조), 쓰레기소각장 등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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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13.1%
△11.2%
△11.8%
△12.7%
△13.6%
△14.2%
△15.3%
△14.3%
△10.2%
△19.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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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6.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
2020.6.30.]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133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

※ 예타 신청(2019.10월) → 기술성평가 통과(2019.11월) → 본 예타 통과(2020.6.26.)

- (주요 내용) ① 합의기술, ②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③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④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개발이 추진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 주요 내용>
◈ 먼저,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참여자 증가 시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 확보를 위한
합의기술※※ 개발을 추진
※ 시스템 관리가 일부 주체로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주체가 관리하는 것
※※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알고리즘
- 현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합의기술 개발이 필수적
- 이를 위해 합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앙화 또는 확장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즘과 합의에 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는 기술개발을 추진
◈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코드로 구현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작성된 코드에 따라 계약이 실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어하며,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산신원증명 관리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개발
-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시 생체 기술을 적용한 개인키 복구 및 영지식증명※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여,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토록 할 예정
※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
◈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
- 대규모 노드 관리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을 개발해 처리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높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한 인덱스 분석 및 질의 언어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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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자료 : 환경부(2020.6.30.)

❍ [환경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보고, 2020.6.30.]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2020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
수열에너지: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성을
이용하여
방에 활용하는 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실가스 감축은 물 건축물의
각탑이 필요 없게 .

※

냉

냉난

됨

친

온

론

특

- (추진 배경)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를 확대 추진 중,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육성※ ※ 필요

※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0%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수열융복합클러스터(現정부 강원대표공약)의 성공적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주요 내용)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착수,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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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정현찬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장 취임식 개최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0.7.1.)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취임식 개최, 2020.7.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2020년
6월 25일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2020년 6월 30일 취임식을 개최
- (취임사) 정현찬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특위를 현장 중심으로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40년 농민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을 살리는 농정,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 (4가지 활동 방향 제시)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5대 과제※ ’ 실천방안 마련,
△식량주권 강화 대책 강구, △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농정
구현 등 네 가지 농특위 활동 방향을 제시

※ 대통령 제시 5대 농정 과제: 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②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③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④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⑤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정현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찬입니다.
우리 농특위는 농정 틀 전환을 사명으로 2019년 4월에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14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농정의 지향점과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였으며, 논의 구조를 만드는 등 앞일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그간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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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는 비상한 각오로 농특위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2019년 12월 ‘농정틀 전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 과제,
즉, 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②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③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④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⑤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가장 극심한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의 종류를 다각화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저장·소비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농정 개혁이 실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관 협치형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중앙 주도의 하향식 농정 방식으로는 새로운 틀로 농정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농어업단체 등과의 합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짓고 농민운동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농특위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농특위를 현장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 정책의 성공은 농어업인들의 지지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논밭을 일구던 심정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특위가 현장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지지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농정 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농특위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이 기쁘면서도, 농정 틀 전환이라는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고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40년간의 농민단체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을 살리는 농정,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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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1.)

❍ [농식품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시행, 2020.7.1.] 2020년 7월 1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

※ 법률 제16792호, 2019.12.10. 공포, 2020.7.1. 시행

- (주요 내용) △전용계좌인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전국 농협에서 개설 가능)을 통해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 범위 확대※ ※ ,
임대수탁※ ※ ※ 이 가능한 농지의 면적 제한(1천㎡ 이상) 폐지 등 제도개선

※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

※※ 이농･전업･고령･은퇴농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및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까지 포함
※※※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
<농어촌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도입(법 제24조의6, 제24조의7, 영 제19조의15, 영 제19조의16 신설)
- (개요) 농지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입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상한
- (신청방법)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 시 본인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기재 및 통장사본 제출
※ 전국 NH농협, 지역농협에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으로 개설 가능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 확대(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 (현행)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으로 이농·전업·고령·은퇴농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
- (변경)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및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
◈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1항 개정)
- (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受託)을 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을 1천㎡로 제한
- (변경) 하한면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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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자료 : 산림청(2020.7.1.)

❍ [산림청, 밤 재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2020.7.1.]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은 20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며,
20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폐업지원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

- (주요 내용)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
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급 완료할 예정,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2020.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지원 자격 요건>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③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폐업지원금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품목 고시일(20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③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⑤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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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동향

외식 활성화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6.30.)

❍ [농식품부, 외식 활성화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 2020.6.30.]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페스타를 개최, 푸드페스타는 다양한 외식 이벤트로 구성된
축제의 장으로서, 올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주제로 선정
- (개최 목적) 외식 활성화와 식사문화 개선에 소비자가 동참함으로써 외식업 활력을
제고하고, 음식점에서의 생활방역 실천 확산을 지원
- (주요 내용)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 를 홍보하여 소비자가
주변 음식점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맛집 등 소비자 관심사항을 추천
기준으로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음식점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다양한 이벤트※ ※ 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세트, 지역사랑상품권, 푸드페스타에 소개된 맛집 이용권,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

※ ① 음식 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 푸드페스타 회원가입 및 리그램※※※ 이벤트와 초성 퀴즈, 가로세로 퍼즐 퀴즈 등
이벤트를 시작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안심식당 방문 인증하기, 소비자가 추천하는
‘안심맛집을 찾아라’, ‘덜어요 챌린지’ 인증으로 안심과 맛집을 주제로 한 이벤트를 진행
※※※ 푸드페스타 소개글을 참여자 개인SNS에 게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푸드
페스타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개요>
◈ (슬로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찐 맛집, 푸드페스타
◈ (행사기간) 2020.6.17.~2020.9.17.(6.17.~6.30.: 사전홍보 이벤트, 7.1.~9.17: 푸드페스타 본행사
◈ (주요 행사내용) 지자체가 선정한 안심식당 방문인증하기, 소비자가 추천하는 ‘안심맛집을 찾아라’,
음식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덜어요 챌린지’ 인증하기 등
◈ (참여방법) 누리집(www.food-festa.com), 인스타그램(foodfesta_fufech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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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7.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2020.7.1.]
식품업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
- (추진 배경)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
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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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7.3.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7.2.(목) 0시 기준 1,295,962 12,904 11,684
938
282 1,283,058
19,782 1,263,276
7.3.(금) 0시 기준 1,307,761 12,967 11,759
926
282 1,294,794
21,560 1,273,234
변동
(+)11,799 (+)63 (+)75 (-)12
11,736 (+)1,778 (+)9,95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로나바이 스감 증-19 국내 발생 현 (7월 3일 0시) , 2020.7.3.
구분

총계

“코

러 염

황

”

◈ 축산 동향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6.30.)

❍ [정부,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 2020.6.30.]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
그램※’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가
물
사 로 (
에서 연간 사계획을 수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

※

잔류 질 검 프 그램 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정부 또는 공공기관
검
립
링･검증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71개 검사 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 의 검사를 실시
※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
※※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하여 설정

◈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하여 재발을 방지
◈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낙농가에서부터 안전
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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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6.29.)

❍ [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2020.6.30.]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2020.6.25., 축산환경관리원)을 갖고, 2020년 6월 29일
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 추진
- (주요 내용) △축산환경·가축방역·가축이력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으로 도별 1개반씩 9개 반(27명)을
편성,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서 축산현장 점검 추진※,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통합 점검, △1개월간(2020.6.29.~7.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
축산법 제51조에 따라 가축의 병, 위생관리, 가축분 적정처리 등의 점 업무 축산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마련(2018.12.31. 개정, 2020.1.1. 시행)

※
질
뇨
검 를
근거
※※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 비교분석 및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 축산법에 따른 적정 가축사육두수 초과로 확인된 농가

사료 산업 발전방안 모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2.)

❍ [농식품부,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 2020.7.1.] 농식품부, 농협·사료업계·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와 함께 국내 사료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2020년 7월 1일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월 개최
- (주요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곡물 수급 불안 등을 계기로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료 산업의 안정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농협사료와
사료협회 등 국내 사료업계가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
- (주요 협력과제) ① 협의회 개최 정례화(매월)를 통해 사료업계와 농식품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료 업계 간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마련,
② 해외 사료 원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사료원료 생산, 교역 동향
및 전망 등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공유 강화, ③ 국내 사료 업계 애로·건의사항
수렴, 사료 산업 규제 개선,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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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7.2.)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
관리, 2020.6.23.]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6월 28일부터 7월 31일 동안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 울타리, 양성매몰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강화
- (주요 내용) △울타리…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 ,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 일일 점검결과 보고 등이 이뤄지도록 하여 상시점검 및 차단
상태 관리체계를 공고화, △연천군 등 7개 시·군※ ※ 에 위치한 양성매몰지 517개소
(2020.6월 말 기준)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발생 시 훼손 여부·매몰상태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점검을 지속

※ (1･2차) 기존 22명 → 77명 확대 / (광역) 기존 45명 → 95명 확대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7.2.] 지난 2020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54건※ 이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654건): 파주 98건, 연천 270건, 철원 29건, 화천 24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5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별 세부상황(2020.6.24.~6.30.)❙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1
․
․
․
653
654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2020.6.23.
2020.6.27.

2020.6.24.
2020.6.29.

강원
경기

화천
포천

간동면 구만리 산5
창수면 신흥리 산31

양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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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현황(2020.6.24.~6.30.)❙
분석결과
검사시료 건수
총 212건(폐사체 45, 포획 167)
파주
연천
철원
발생지역
화천
양구
고성
포천
그 외 지역

합계
212
8
33
10
26
50
7
50
28

폐사체
양성
2
0
0
0
1
0
0
1
0

포획
음성
43
3
2
1
13
14
2
7
1

양성
0
0
0
0
0
0
0
0
0

음성
167
5
31
9
12
36
5
42
27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서울

• 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48만 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2020.7.1.)
- 시범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24만 원 우선 공급,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18,230명

부산

• 부산시가 2020년 7월 한 달간,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940곳 대상 강도 높은 식중독
예방 점검(2020.7.2.)
-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업소 실시간 위생 상태 파악 등으로 관내 음식점 안전사고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 통해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식품안전 확보에도 기여

대구

•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 안전 및 보호(2020.6.30.)
- 코로나19 확산 대응 전국 최초 아동 임시(격리) 생활시설 마련
- 아동급식카드 한시적 발급 전국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매뉴얼로 확대

광주

• ‘함께 나눔 희망꾸러미’ 전달식 개최(2020.6.29.)
- ‘함께 나눔 희망꾸러미’는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마련하여 차상위 장애인 2281명에 햇반, 참치 등 식료품 꾸러미 지원

• 경기도는 2020년 6월 30일 ‘경기언택트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2020.6.30.)
- ‘언택트 사회, 선도적 대응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일상이 편리한 언택트,
▲모두가 행복한 언택트, ▲지역경제를 살리는 언택트), 9대 중점과제, 42개 실행과제로 구성
경기도
- ‘지역경제를 살리는 언택트’에서 도 농·특산물 비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개학연기와 외식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농·특산물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승차판매(드라이브스루) 상설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와 키트 상품개발, ▲경기 농산물 정기배달 유통체계 구축 등 추진
강원

• 강원도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화상 수출계약식 개최(2020.6.25.)
- 코로나19로 경색국면인 일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청정강원 히트상품 공급
- 非대면 형태의 온라인 화상 수출계약 추진으로 대일본 수출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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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충북

• 2019년 귀농귀촌가구 타시도에서 유입 많아(2020.6.30.)
- ‘2019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는 타시도(동 지역)에서 충북도(읍면 지역)로 유입한 귀농
귀촌가구는 15,897가구(66.5%)로 전국 평균 55.2%보다 11.3% 높고, 4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귀촌가구는
충북이 63.6%로 전국 평균 61.0%보다 2.6% 높아
- 향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충북형 농시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에 노력 지속할 계획

충남

• 농식품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2020.6.30.)에서 1위인 대상 지자체로 선정(2020.7.1.)
- 충남도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신선농산물 동남아 수출확대
사례를 발표하여 농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높게 평가

전북

• 곤충유통사업단 운영으로 농가 조직화 및 유통 활성화 기대(2020.7.1.)
- 사업대상: 장수군(2020.1월 선정), 사업비: 260백만 원, 주요 내용: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등 경비 지원

전남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2020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14개 사업이 선정돼 1천 151억 원 국비를 확보(2020.7.1.)
-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 원, ▲2020 농촌협약 시범
도입 300억 원, ▲2021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 원,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05억 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 원, ▲2020 GAP 시설보완 사업 4억 원 등

경북

•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0년 6월 29일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도정방향 간담회 개최(2020.6.29.)
- (스마트 농축산업 국책사업 유치)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청년 인력의 농촌
유입, 농업의 ICT화를 위한 「스마트 농축산업 국재사업 유치」에서 가시적 성과※
※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1년까지 총사업비 1,332억 원이 투입,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022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 투입, 포항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2021년까지 총사업비 38억 원 투입

경남

• 전국 최대 마늘주산지, 경상남도 첫 산지경매 개시(2020.7.2.)
- 창녕, 합천 등 도내 6개 산지공판장에서 첫 경매 시작
- 2020년 5월 말 지속된 가뭄 영향으로 마늘 생산량 감소 전망에 가격 상승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산 감귤 유통처리 상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생산량 631,310톤(3.9%↑), 조수입
8,506억 원(9.5%↓)으로 추계되었다고 발표(2020.7.2.)
- 이는 2018년산 감귤 조수입 9,402억 원보다 9.5%가 감소한 것으로, 2017년산 9,458억 원, 2016년산 9,114억 원
제주
등 최근 3년 감귤 조수입에 비해서도 감소
- 제주도는 2019년 3차에 걸친 태풍과 가을장마에 의한 품질 저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및 2020년 1월
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조수입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자료: 각 시도
이지 보도자료 정리 작성

홈페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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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등
이슈 브리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NABO brifing,
제88호, 2020.6.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정부는 2020년 6월 4일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하여 총 35.3조 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조 원의 세입감액과 23.9조 원의 세출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경제활동 위축 및 세제 감면 영향 등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을 11.4조 원 감액
- 아울러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재정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23.9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
❍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1조 원, 기금 자체재원 1.4조 원,
국채발행 23.8조 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
❍ 국가채무는 840.2조 원으로 GDP 대비 43.5%을 기록하며, 관리재정수지는 112.2조 원
적자로 제2회 추경 대비 22.7조 원 악화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한 시점
<총괄 분석>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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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 변화(명)>

<2020년 1/4분기 주요국 실질 GDP 성장률(%)>

❍ [규모 및 주요 내용] 세입경정 11.4조 원, 금융지원 5.0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패키지 18.9조 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복지·고용(8.5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6조 원),
일반·지방행정(2.2조 원)에서 크게 증가
- 특히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10조 9,308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91억 100만 원이 증액,
총지출은 15조 7,484억 3,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1억 원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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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분야 증감(조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단위: 백만 원, %)❙
구분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2017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2020
본예산

제1회
10,784,728 10,784,728
15,774,287 15,774,287
925,482
925,482
5,602,910
5,602,910
12,232
12,232
1,024,859
1,024,859
346,256
346,256
2,225,758
2,225,758
4,936
4,936
1,490,427
1,490,427

2020 추경
제2회
10,811,728
15,722,333
925,482
5,485,246
12,232
1,021,339
346,256
2,203,423
4,936
1,465,110

찰

제3회
10,930,829
15,748,433
925,482
5,483,945
12,232
1,016,932
346,256
2,226,829
4,936
1,465,2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 청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
❍ 편성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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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B-A)
(B-A)/A
119,101
1.1
26,100
0.2
0
0
△1,301
△0.0
0
0.0
△4,407
△0.4
0
0
23,406
1.1
0
0
93
0.01

⎗ 아젠다 발굴

❍ 재정건전성 분석

❍ [경제적 효과 분석] 세출예산이 연내에 100% 집행된다는 가성 하에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세수입 감액경정 분석] 2020년 국세수입은 추경안에 따른 정부 전망보다 0.3조 원
부족 예상
<경제적 효과 분석>

<국세수입 비교(단위: 조 원)>

<주요 정책 분석>
❚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 분석
❍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일자리(55만 개) 공급 필요성은 있으나, 유관
사업 규모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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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 직접일자리 잔여 규모(약 10만 개, 4월 말 기준), 지자체 자체일자리 사업 확대분
(약 7만 개 이상, 6월 이후 기준), 구직급여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약 82만 개), 실업자수
규모(127.8만 명, 5월 말 기준)
❍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의 중·장기적인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 검토 등 관리 필요

※ 2017년 기준: 우리나라(24.4%) / OECD평균(11.5%)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의 공개 필요] 2019년 2017~2018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총괄적인 평가결과만 공개 중으로, 세부 결과 공개 필요
❚ 한국판 뉴딜 분석
❍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 보완 필요
❍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는 정책군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
❍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필요
- 한국형 뉴딜은 2025년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미래전략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식 모색 필요

※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9개 사업
❚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 분석
❍ [지원대상 기업 범위의 적정성·지원기준 논의 필요] 신용경색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취지, 최근 침체된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대상
검토 필요
- 다만,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한계기업 선별 필요
❍ [소상공인 대출의 수탁은행별 금리 차이 최소화 필요] 은행마다 금리조건※이 달리
운용되는 문제 존재

※ 은행별 최저금리(2020.6.12.기준): 2.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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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주요사업
❍ 농식품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
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 • 농산물 소비촉진, 농촌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산물직거래활성화
및 경제회복 뒷받침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등 4개 사업에 799억 7,500만 원 증액
• 식품산업인프라강화 등 농식품 분야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에 84억 7,700만 원
② 고용안정 지원
증액
③ 금융지원 강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사업에 1,000억 원 증액

④ 드론을 활용한 방역지원
• 2개 사업에 141억 원 증액
등 가축방역지원
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그린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등 3개 사업에 748억 원 증액
분야 지원

❙농식품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지출사업 세부내역(단위: 백만 원, %)❙
구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2020
본예산

세부사업명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10,300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1,38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푸드서비스 선진화
2,630
가축사체처리지원
16,696
시도가축방역
96,356
수리시설개보수
538,136
농촌용수관리
82,857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29,97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2,97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7,149
가축위생방역지원
58,450
농지지용관리지원
4,445
합계
941,343

‘ 직거래
’
억
‘ 글 쟁력 ’
억
총

2020 추경
제1회
제2회(A) 제3회(B)
10,300 10,300 20,300
11,381 11,871 11,871
2,630
16,696
96,356
538,136
82,857
29,973
12,970
77,149
58,450
4,445
941,343

-

증감
(B-A) (B-A)/A
10,000
97.1
490
22.8

100,000 100,000

2,630 37,470
16,696 19,096
96,356 109,864
538,136 575,286
82,857 110,467
29,973 31,773
14,530 55,530
89,074 91,409
58,450 59,047
4,445
9,942
954,828 1,232,055

순증

34,840 1,324.7
2,400
14.4
13,508
14.0
37,150
6.9
27,610
33.3
1,800
60.2
41,000
282.2
2,335
2.6
597
1.0
5,497
123.7
277,227 29.0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계획액은 129억 7,000만 원이나, 자체변경을
액을 변경하였고, 동 계획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계획액은 771억 4,900만 원이나, 자체변경을
액을 변경하였고, 동 계획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주: 1. 농산물
활성화지원 사업의
통해 145 3,000만 원으로 계획
2. 농식품 로벌경
강화 사업의
통해 890 7,400만 원으로 계획
3. 계 기준
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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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산업 영향
※ 미국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CAST)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2020.6.)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산업 영향
❍ [거시경제]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WTO는 V형, U형, L형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음.
- 각 유형별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9.2%, -11.1%로 전망하고,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2%, 8.1%, 2.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무역] 미국 무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농업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이동 제한과 소비 위축
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은 더 감소할 것임.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으로 미국의 농업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제한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공급망 차질]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식품업과 소매업에 영향을 미침.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육류를 소비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된 반면, 식료품점 4월 매출은 13% 증가하였음.
- 육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산림 및 목재 분야에도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식품 소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공급 불가변성은 식품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침. 특히, 소비자들이 인접 지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와
코로나19 관련 장려책을 지원받았을 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함.
- 또한, 농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이동 제한으로 농식품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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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폐기] 코로나19로 인한 사재기 현상, 식료품 재고 관리, 소득 감소,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소비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
19 기간 동안 우유는 370만 갤런을, 달걀은 10만 7천 개를 폐기 처분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농산물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곡물 추수 기간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식량안보] 코로나19는 미국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침. 2020년에는 2018년보다
1,700만 명 많은 5,400만 명의 미국인이 식량안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어린이 그룹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취약율이 높아져 2020년 어린이 대상
식량안보 취약자 수는 2018년보다 700만 명 많은 1,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농가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은 미국 곡물 시장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있음.
-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원(FAPRI)에 따르면, 2020년 곡물(△47억 달러), 대두(△21억
달러), 밀(△4억 달러), 면(△6억 달러), 기타 곡물(△41억 달러) 소득은 감소하고,
축산업의 경우, 2020년 소(△96억 달러), 돼지(△22억 달러), 닭(△0.5억 달러), 우유
(△40억 달러), 기타 축산(△4억 달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가
유동성 악화로 1~2년 내 농가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 [농업인력]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시적인 해고와 높은 실업률은 농업 고용 인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농업 외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다시 농업
분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비자(H-2A)에 대한 제재 완화로 농업인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농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내 범죄자, 양로시설, 육류 유통업체, 저소득층 거주자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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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건에 취약한 농촌 지역의 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감독,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확대 및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같은 헬스케어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인
대비와 함께 학계와 정책 입안자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산물 공급망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제도개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어야 함.
- 또한, 농촌 헬스케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업인력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자료 출처: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QTA2020-3-CO
VID-Impacts.pdf#page=5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Ag-quickCAST-Q
TA2020-3-COVID-Impacts.pdf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 산림농업 동향
※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Agroforestry in the European Union”(2020.6.25.)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산림농업 동향
❍ 산림농업(Agroforestry)은 고대부터 시작된 전통적 방식이나,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림농업이 지닌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주목받고 있음.
❍ 산림농업은 수목과 작물(또는 가축)을 의도적으로 같은 농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것으로,
스페인 데헤사(dehesa) 지역과 페노스칸디아(Fennoscandian)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러시아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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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농업은 임간축산※(silvopastoral system), 혼식(silvoarable), 산림농장(forest
farming), 산울타리(hedgerows), 수변 완충림(riparian buffer strips), 채마밭(kitchen
gardens)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임간축산: 수목 식재와 축산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혼식은 나무들 사이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것을 의미함.

❍ 유럽연합 내 산림농업 면적은 총 1,540만 헥타르(전체 유럽연합 농지의 9%) 정도로
추정됨. 순록 사육 면적까지 포함하면 약 5,200만 헥타르일 것임.
❍ 산림농업은 기후변화 대응(적응·완화), 토양 보호, 생물다양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관행 농업보다 바이오매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경운을 하지 않아 토양 침식을 예방할 수 있음. 또한, 나무 그늘은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줌.
❍ 산림농업은 경관을 개선하여 문화적·여가적 기회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림농업인들은 생산 다변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반면, 관행 농업보다 복잡하고,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행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한계가 있음.

※ CAP에서 산림농업인의 행정적 의무는 일반농업인에 비해 더 과중한 편임.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산림농업을 지원하고 있음. 2020년 5월 20일에
발표한‘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서도 산림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함.
- 현재 산림농업인들은 면적당 직불금(제1축)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산림농업을 개시
혹은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제2축)을 받을 수 있음. 유럽연합은 산림농업에 관한
혁신·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 단,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헥타르당 나무 100그루 이하를 재배하여야 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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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수입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도 동시 가입 일시적 허용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野菜価格安定制度と収入保険 同時加入可能に」(2020.6.2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입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도 동시 가입 일시적 허용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6월 24일, 2021년 1월부터 1년간 수입보험제도(2019년
도입)와 채소가격안정제도 동시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채소가격안정제도는 채소 안정공급과 가격하락 시 농가에 영향을 줄이는 목적으로
산지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지정 채소(14가지 품목), 특정 채소(35가지 품목)를 대상으로 가격하락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수입보험제도는 품목과 관계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농가의 수익감소 위험 대응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
- 청색신고※를 한 농가의 수입이 보험기간 내에 기준 수입의 90%를 밑돌 경우
보전금을 지급함.

※ 일본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색신고와 백색신고가 있으며, 청색신고는 복식
부기로 작성하여 신뢰도가 높음. 이에 비해 백색신고는 단식부기로 비교적 간단함.
❍ 수입보험제도 발족 시에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JA의 요구 및 이행률 상향 등의 이유로 2021년부터 1년간 허용하며 두 제도의 가입
상황 및 과제 등의 점검을 통해 원활한 도입 방법을 검토할 예정임.
- 2020년 6월 24일 농림수산성이 공표한 수입보험제도 현황에 의하면, 채소가격안정
제도에서 수입보험제도로 변경한 농가의 비율은 3.8%에 그쳤음. 그 이유로 채소
가격안정제도 탈퇴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보험으로 변경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며,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생산자는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JA그룹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경영안정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채소의 계획적인 생산과
안정공급,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지해야 하며, 수입보험과 동시에
가입을 허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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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말 기준 수입보험 가입 경영체 수는 34,723곳(개인 31,803, 법인 2,920)
으로 전년 대비 1,1911곳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까지 경영체 10만 곳이 가입하는
것이 목표임.
■ 자료 출처: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0/06/200625-44975.php

언론 동향

농·임·축산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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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임·축산업계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 농·임·축산업계가 바라는 제21대 국회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획연재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 2020년 7월
3일자로 마무리되어 5개월에 걸쳐 36명의 농축수산 관련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했던 현장의 어려움과 새로이 출범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요약
<농업계>
❍ 농업계는 농업·농촌·농업인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키는 토대라는 인식하에 21대
국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우선 농업인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유통 선진화와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또한,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로서 식량안보, 생태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국민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마중물 역할을 주문
❍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과 특히 정부가 생산성 증대를 권장하면서 정작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는 등 농업인이 소외되는
수급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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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농가소득보전, 농식품 산업육성, 농산물 가격안정을 토대로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나설 줄 것도 요청
❍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공익기능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그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하며, 낡고 기능이 미흡한 시설을 현대화해 효율적인 유통발전을 추진하도록
나설 줄 것을 촉구
❍ 이밖에 온라인거래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직거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해 줄 것도 강조
<임업계>
❍ 임업계는 21대 국회에서 임업직불제 도입과 임도 확충 등 임업인과 산주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요청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보다 임업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와 국민여가 활동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의 80조 원
보다 높은 126조 원이란 연구결과가 나왔고, 엄연한 사유재산임에도 산림 개발에
제한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제도적 소득 안전장치가 필요
❍ 아울러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 확충도 시급히 요구되는데 현재 국내 임도
밀도는 ha당 3.3m에 불과, 임업계는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임도를 사회
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ha당 최소 8.5m 수준으로의 확대를 요구
<축산업계>
❍ 먼저 축종에 관계 없이 축산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축산 농가를 위한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 또한, 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 제도 도입,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법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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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한우)을 비롯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재입식(돼지), 학교 우유 급식 제도화(낙농), 양계 산업 규제 해소(가금) 등
각 축종별 현안을 해결하는데 21대 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요구
❍ 이와 함께 장기화와 상시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축산물
공급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축산업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 아울러 국가 식량산업인 축산업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며 10조 원의 시장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사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산업지원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막기 위한 동물질병
관련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법 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가 돼
줄 것을 요청
자료: “[결산] AFL 기획-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농수축산신문, 2020.6.24.)
자세한 내용은 농수축산신문 “AIF 특별기획” 기획 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1&view_typ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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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3.)

개요
❍ [농식품부, 2020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 발표, 2020.7.3.] 2020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 784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증가 품목) 라면(302.1백만 달러, 37.4%↑), 김치(74.7, 44.3%), 쌀가공식품
(61.5, 20.8%), 고추장(23.7, 27.3%) 등

부류별
❍ [신선농산물 수출액] 채소류와 버섯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 증가※한 6억 4,720만 달러
월별 계 증감 : (2020.1월) 14.5%
(5월) 0.7
(6월) 1.2

※

누 율
△ →

△

→ (2월) △3.0 → (3월) 2.6 → (4월) △0.5 →

- (채소류)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파프리카·딸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금액이 감소
2020.6월 계 수출량/금 :
리 16.4천 ( 16.9%) / 44.4백만 달 ( 12.3%)
기 3.8천 ( 16.2%) / 39.2백만 달 ( 3.7%)

※

누

액 파프 카 톤 △
딸 톤△

러△

러△

- (김치) 미국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한 7천 5백만 달러※
2020.6월 치 계 수출 : 74.7백만 달 (44.3% ), 이 중에서 미국 수출 11.3(61.7% )

※

김 누

액

러 ↑

액

↑

- (유자※) 유자·생강차 신제품이 미국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하며 대미국 수출이
93.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3.2% 증가한 2천 1백만 달러
2020.6월 자 계 수출 : 20.8백만 달 (23.2% ), 이 중에서 미국 수출 5.3(93.8% )

※

유 누

액

러 ↑

액

↑

- (인삼류※) 중국·일본에서는 스틱형 제품 인기 등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만·홍콩은 뿌리삼※※ 바이어 입국 애로 등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여, 전체 수
출액은 소폭 감소
2020.6월 인
계 수출 : 96.7백만 달 ( 0.9%), 중국 35.9(23.9% ), 일본 16.4(4.1% ),
12.2( 28.9%),
7.5( 11%), 대만 7.4( 29.1%)

※
삼류 누 액
러△
↑
↑
홍콩 △ 베트남 △
△
※※ 인삼제품(스틱･정 등)과는 다르게 뿌리삼의 경우 바이어가 직접 한국에서 제품 품질 등을
검수한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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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9억 6,064만 달러
-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소스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만 외식업 침체의 영향으로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맥주, 소주,
음료※※의 수출은 감소
2020.6월 계 수출 : 라면 302.1백만 달 (37.4% ), 가공식품 61.5(20.8 ), 과자
245.0(17.4% ), 소스 145.7(20.9% )

※
누 액
러 ↑ 쌀
↑ 류
↑ 류
↑
※※ 2020.6월 누계 수출액: 맥주 36.4백만 달러(△54.2%), 소주 39.2(△12.9%), 음료 195.9(△9.2%)

국가별
❍ 연초 부진했던 중국이 회복되었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농식품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감소세는 확대
- (중국) 면역력 강화 제품인 인삼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 다만 외식 자제 등의
영향으로 주류 등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은 소폭 증가※※
2020.6월 계 대중국 품목별 수출 : 인 35.9백만 달 (23.9% ), 라면 81.0백만 달
(51.7% ), 소스 29.0(42.2% ), 주 15.9( 64.1%)

※
누
액 삼
러 ↑
↑ 류
↑맥 △
※※ 2020.6월 중국 누계 수출액: 522.1백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4%↑)

러

- (미국) 라면·김치·쌀가공식품·유자 등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2020년 3월
이후 3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6월 수출액도 36% 증가※※한 5억 5,880만 달러를
기록하여 대중국 수출액을 추월
2020.6월 계 대미국 품목별 수출 : 라면 37.4백만 달 (52.1% ), 치 11.3(61.7% ),
가공식품 25.6(43.9% ), 과자 59.5(31.4% ), 자 5.3(93.8% )

※
누
액
러 ↑김
↑
쌀
↑ 류
↑유
↑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누계 기준): (2020.1월) 10.9%↑ → (2월) 25.4%↑ → (3월) 32.9%↑→
(4월) 35.2%↑→ (5월) 31.1%↑→ (6월) 36.0%↑

- (신남방※) 낙농품과 면류 등의 호조※※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7억
3,084만 달러
A A 인도 수출 (2020.6월 ): 국 112.1백만 달 (14.7% ),
226.9( 4.6%)

※ SE N+
액
말태
러 ↑ 베트남 △
※※ 對신남방 수출액(2020.6월 말): 면류 72.3백만 달러(13.3%↑), 낙농품 15.2(48%↑)

- (일본) 라면·김치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며 수출액은 3.9% 감소※※한 6억 6,600만 달러
2020.6월 계 대일본 품목별 수출 : 라면 25.2백만 달 (52.3% ), 치 38.5백만 달
(36.5% ), 인
16.4(4.1% ),
리 44.3백만 달 ( 12.3%),
1.4( 23.0%), 소주
19.2( 14.5%), 가공식품 7.4백만 달 ( 9.0%)

※

누

↑ 삼류
△ 쌀

액
↑ 파프 카
러△

- 42 -

러 ↑김
러△ 밤 △

러

⎗ 통계·조사

※※ 대일본 수출액 증감률(누계 기준): (2020.1월) △18% → (2월) △5.8% → (3월) △3.9% → (4월)
△2.7% → (5월) △4.0% → (6월) △3.9%
주요 정책 및 향후 계획
❍ 그간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소비 형태 변화 등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유통·물류를 지원
- 2020년 4월부터 화상 상담회, 인삼제품 온라인 판촉, 유자차·유제품 SNS 생방송
판촉 등을 추진하였고, 케이팝(K-POP) 온라인 콘서트와 연계하여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하고, 물류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으며, 해상 물류 체계도 구축

※ CJ 디지털K-CON(6.20∼26, 150개국 1,340만 명 대상) / 온라인 버스킹(5～6월, 조회수 총 1억 회)
연계, 스타들이 즐겨 먹는 한국 음식, 스타의 최애(最愛) 식품에 대한 퀴즈 등 간접광고 추진
(15분×3편 제작: 면역력 강화를 위한 K-Food, 집콕 생활을 위한 HMR상품 등)
❍ 농식품부는 2020년 하반기에도 국가별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온라인과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동영상 플랫폼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요리·운동·웹툰 등 모바일 콘텐츠와 연계
하여 인삼·유자·유제품 등 전략품목의 비대면 홍보·판촉을 추진
- 신남방에서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그간 오프라인 판매 위주였던 포도·
배·사과 등의 과일류를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온라인몰(Qoo10) 판촉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

※ 신선농산물 온라인 판촉은 중국 포도 판촉에 이어 동남아에서는 최초로 추진
- 일본에서는 주류(소주·맥주) 수출 회복을 위해 식당·유통업체 등과 연계 판촉을
추진하고, 한국산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지 매장 판촉(2020.8~11월)
등도 지속할 계획
❍ 포도·딸기·배 등 2020년 하반기에 성출하기를 맞는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재배기술 확산 등으로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선박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
-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는 재배 현장에서 당도·크기 관리,
수확 후 저장 기술 등을 교육하고, 품질 관리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선별 과정을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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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6.26.)

개요
❍ [통계청,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2020.6.26.]
농산물수급안정 계획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 2020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잠정 결과이며, 생산량
조사 결과 공표 시 확정
※ (조사대상 및 기간)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 개소 현지조사 / 2020.5.11.～5.30.

조사 결과
❍ [2020년 맥류 재배면적] 40,202ha, 전년(47.456ha) 대비 7,254ha(-15.3%) 감소
- (감소 원인) 전년 대비 겉보리 2,675ha(-26.8%), 쌀보리 3,603ha(-15.6%), 맥주보리
※

2,464ha(-23.2%) 감소하였고, 밀 1,487ha(39.8%) 증가

※ 보리: 재고 증가, 농협 계약가격 하락, 전년 파종기(10월) 태풍 미탁 등으로 감소
※ 밀: 전년 재배면적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2020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 맥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2017년
38,379
8,523
12,418
8,155
9,283

2018년
53,837
11,999
24,538
10,700
6,600

2019년(A)
47,456
9,985
23,100
10,634
3,736

2020년(B)
40,202
7,310
19,498
8,170
5,224

증감(C=B-A)
-7,254
-2,675
-3,603
-2,464
1,487

증감률(C/A)
-15.3
-26.8
-15.6
-23.2
39.8

❍ [2020년 겉보리 재배면적] 7,310ha, 전년(9,985ha) 대비 2,675ha(-26.8%) 감소
- (시도별) 전북(3,426ha) ＞ 경남(2,234ha) ＞ 경북(948ha) 순
❍ [2020년 쌀보리 재배면적] 19,498ha, 전년(23,100ha) 대비 3,603ha(-15.6%) 감소
- (시도별) 전남(10,273ha) ＞ 전북(7,145ha) ＞ 경남(989ha) 순
❍ [2020년 맥주보리 재배면적] 8,170ha, 전년(10,634ha) 대비 2,464ha(-23.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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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전남(5,193ha) ＞ 제주(2,373ha) ＞ 경남(576ha) 순
❍ [2020년 밀 재배면적] 5,224ha, 전년(3,736ha) 대비 1,487ha(39.8%) 증가
- (시도별) 전남(2,337ha) ＞ 전북(1,355ha) ＞ 경남(908ha) 순
❍ [2020년 봄감자 재배면적] 16,339ha, 전년(18,150ha) 대비 1,811ha(-10.0%) 감소
※

- (증가 원인) 전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자 재배면적 감소

※ 감자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수미(상품) 1kg, 연평균): (2017) 1,920 →
(2018) 2,609원 → (2019) 1,485원 → (2020) 1,612원

- (시도별) 경북(3,069ha) ＞ 전남(2,331ha) ＞ 충남(2,001ha) ＞ 경남(1,943ha) ＞
강원(1,828ha) 순
❍ [2020년 사과 재배면적] 31,601ha, 전년(32,954ha) 대비 1,353ha(-4.1%) 감소
- (시도별) 경북(18,708ha) ＞ 충북(3,645ha) ＞ 경남(3,340ha) ＞ 전북(2,449ha) 순
❍ [2020년 배 재배면적] 9,091ha, 전년(9,615ha) 대비 523ha(-5.4%) 감소
- (시도별) 전남(2,143ha) ＞ 충남(1,956ha) ＞ 경기(1,921ha) ＞ 경북(1,081ha) 순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단위: ha, %)❙
구분
▪ 맥류
▪ 봄감자
▪ 사과
▪배

2017년
38,379
14,943
33,601
10,861

2018년
53,837
15,819
33,234
10,303

2019년(A)
47,456
18,150
32,954
9,615

2020년(B)
40,202
16,339
31,601
9,091

증감(C=B-A)
-7,254
-1,811
-1,353
-523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추이(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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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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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자료 : 행정안전부(2020.7.2.)

개요
❍ [행정안전부,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발표, 2020.7.2.]
금년 평가는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

※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 (평가결과) △정량평가 부문: 87개 지표※…(시부: 우수) 세종(92.9%), 울산(90.5%),
대전(87.1%), (도부: 우수) 충남(92.0%), 경남(90.8%), 경기(87.4%), △정성평가 부문
: 35개 지표※※…(시부: 우수)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 (도부: 우수) 경북
(20건), 충남(19건), 경기(9건)

※ 목표달성도 상위 3개 시도
※※ 우수사례 선정 상위 3개 시도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
❍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
◈ (울산)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3.1만세 운동 역사현장’ 재현
(충남) 지역 대표 인물인 항일 투사 ‘윤봉길 뮤지컬’ 제작을 통한 보훈정신 확산
◈ (광주)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자동매칭하여 봉사활성화
(전체 시도)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CCTV, 112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안심 생활환경 조성
◈ (경북)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편의성 제고

❍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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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도)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약 7.4조 원)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전체 시도)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서비스(상담알선, 컨설팅 등) 제공에 따른 취업자 수(154천 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152천 명)을 통한 일자리 효율적 확충
◈ (경기)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타파로 인공서핑장 개발계획 투자유치에 성공, 인공서핑장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 마련에 주력
◈ (세종)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가구 이용실적 초과달성
(경북) 이웃사촌 시범마을(의성) 사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전체 시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99천 명)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충족
◈ (전체 시도)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2,990천 가구) 증가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전체 시도)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통한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전년 대비 10%) 및 환경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안전성 증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
◈ (서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
(강원) 온라인 소통 플랫폼(봄의대화)을 통하여 주민주권 활성화
◈ (대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학·지역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안착을 위한 정주 환경 조성
◈ (전체 시도) 농산물 직거래 실적 달성(약 1조 4,051억 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전체 시도) 대응능력 강화 및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훈련과제 발굴을 통하여 생활 속 비상대비
태세 확립

❍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 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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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
구분

우수사례

주요 내용

대구

식품산업과 연계한 농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증대

• 지역농산물(깻잎절임, 나또 등)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성공사례 발굴,
식품기업 신제품 출시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증가 창출(전년 대비 약 1억 원)

충북

전국 최초 생산적
일손봉사와 함께 하는
지역활성화

• 고령화사회 농촌 지역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기업에
일손봉사 참여자를 연결하여 자원봉사의 접근성 강화

충남

상생협력 비법 통했다
「충남 흑삼 」 세계화

•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쌀, 감자 등)과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계약재배를 추진
하여 지역 농기업의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도모(852명 122억 원 소득 및
농기업 51억 원)

경북

전국 최초 치매친화
공동체 모델! 기억이
꽃피는 치매보듬마을

•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치매인식 개선으로,
경북형 치매 보듬마을을 조성하여 치매 친화형 공동체 모델 마련

경북

기상통계와 병해충데이터 • 농작물 병해충 APP을 개발하여, 병해충 신고자료의 집적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활용 적기 방제! 경북형
병해충 예방정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농약 살포 시기 등의
병해충 예보서비스
정보제공

※ 국민공감 우수사례: 평가사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경북 2건, 대구･충북･충남 각 1건)을 발표
※ 시･도는 직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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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