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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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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한 ODA 국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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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개최
농업·농촌 공익가치 산정 논의
제10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준비 등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식량안보와 식물공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농업생산에서의 농업 생산성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1년 EU 농업 관련 예산안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강화
언론 동향 ❙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통계·조사
• 20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 2020년 OECD 고용전망

•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 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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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2020.7.3.)·국회(2020.7.6.)

개요
❍ [정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7.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부안 규모는 35.3조 원이었으나 2020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5.1조 원
(세입경정 11.4조 원, 세출증가 23.7조 원)으로 의결
- (주요 특징) △세입경정…2020년 성장률 하락·세제감면 등 세수 부족분을 반영,
△금융…「135조 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고용…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경기보강…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국회 주요 증감 내용
❚ 국회 증액: +1.3조 원
1.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0.5조 원

❍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0.5조 원)
❍ [고용센터 지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
센터에 인력·인프라 보강(+605명, 158억 원)
※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 확대(+0.9조 원)
2.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 원

❍ [청년 주거·금융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 임대(+2,000호, +1,900억 원) 및 다가
구매입임대(+500호, +760억 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 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 확대(+75억 원)

※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 원(재정보강 75억 원) → 1,000억 원(재정보강 150억 원)
- 1 -

⎗ 정책동향

❍ [청년 일자리지원] 청년층 IT일자리 취업(+1만 명, +934억 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 원) 제공
❍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 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 원)※

※ 예비창업(100개사), 세무･회계･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 [대학 교육]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 원의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 원)
3.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 원

❍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특별장학금 등 지원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1,000억 원, 한시)
-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 차등
지원(교육부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정)
4.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 원

❍ [지신보 출연]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한시 사업 반영(+800억 원)
❍ [기보 출연] 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0.6조 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480억 원)

※ 기보 中企 코로나 특례보증: (1차 추경) 0.9조 원(2020.6월 초 소진) → (3차 추경) 1.5조 원
(+0.6조 원)

❍ [친환경 SOC 투자]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 유도(+284억 원)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 최종) 서울 50%, 지방 70%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2개소, +40억 원), 친환경 건설기계(소형전기
굴착기 +100대, +10억 원) 보급 신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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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경기보강]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쿠폰 발행, 농업 재해대책비

보강(+100억 원)
❍ [소비활력 제고] 「코리아세일페스타」(2020.11월) 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 활성화
(Boom-up) 행사개최 지원(+25.5억 원)
5.

K-방역 역량 강화: +0.1조 원

❍ [방역·의료인력 사기진작]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의 노고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120억 원)
❍ [전염병 예방 강화]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약 221만 명)까지 인플루
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224억 원※)

※ (정부안) 14～18세(235만 명, +265억 원) → (국회 최종) 62～64세 추가(+221만 명, +224억 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32억 원)
❍ [마스크 지원]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비축물량 확대(+5천만 장,
+350억 원)
- 전국 초·중·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7백만 장 보급 지원(+85억 원)
❚ 국회 감액: △1.5조 원
❍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 시기 조정(△0.4조 원)

※ 희망일자리사업: (정부안) 15,076억 원 → (국회 확정) 12,06억 원(△3,015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정부안) 2,505억 원 → (국회 확정) 2,011억 원(△494억 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 원 → 1조 원)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1.1조 원)

※ 온누리상품권발행: (정부안) 2,760억 원 → (국회확정) 1,380억 원(△1,380억 원)
고효율가전할인: (정부안) 3,000억 원 → (국회확정) 1,500억 원(△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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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 원)❙
구분
◆ 총지출
1. 보건·복지·고용
2. 교육
3. 문화·체육·관광
4. 환경
5. R&D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 SOC

2020년 본예산
512.3
180.5
72.6
8.0
9.0
24.2
23.7
23.2

2020년 1회 추경 2020년 2회 추경 2020년 3회 추경
523.1
531.1
546.9
185.5
185.4
194.4
72.9
72.8
71.0
8.0
8.0
8.1
9.0
8.8
9.2
24.2
24.2
24.3
27.5
27.3
31.6
23.2
22.4
22.9

8. 농림·수산·식품
9. 국방
10. 외교·통일

21.5
50.2
5.5

21.5
50.2
5.5

21.3
48.7
5.2

21.4
48.4
5.1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 일반·지방행정

20.8
79.0

21.2
79.5

20.8
91.4

20.7
93.6

국회 심사 결과와 특징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
-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
(2020.6.30.)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2020.7.1.~7.3.)에서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 제기된
사업을 모두 심사하는 등 국회법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 원을 증액하여 2,042억 원을 순감액
- 이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 원의 0.9% 수준으로,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것에 비해 큰 폭의 순감액이며,
국회 감액 1.5조 원은 최근 10년간 추경 심의 중 가장 큰 폭의 감액 규모에 해당
❙최근 10년간 추경 심의 시 국회 감액 규모(단위: 조 원)❙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5

△0.5

△0.5

△1.3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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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0.7

2020년
2차
-

3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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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액 내용>
◈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0.5조 원
◈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 원
◈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 원
◈ K-방역 역량 강화 0.1조 원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은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최근 정책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 제출
시점과 집행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

농식품 분야
❍ 2020년 7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 원※을 반영

※ 이번 추경 규모(2,905억 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결과

-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
❍ [외식 경기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
- (농산물 쿠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 원 / 최대 1만 원, 400만 장)
- (외식 쿠폰)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 원,
330만 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
- (관광 쿠폰)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
(18억 원 / 최대 3만 원, 6만 장)할 계획
❍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운영]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예산(32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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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참여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과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지자체와 함께 물품과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

※ ① 음식 덜어 먹기,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공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 원)을
2020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 [수출 애로 해소 및 자연재해 피해 지원]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
-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 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여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

◈ 총괄정책 동향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자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0.7.7.)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020.7.6.]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7월 7일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착수
-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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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한 ODA 국가전략 수립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7.8.)

개요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2020.7.8.]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적인 ODA 전략인 ①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하고,
42개 기관의 2021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②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③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및 ④ 「20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도 의결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추진
◈ 2021~20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2020년 대비 대폭 확대
※ (2020년 확정액) 2,773억 원 → (2021년 요구액) 3,707억 원(33.7%↑)
◈ K-방역을 개도국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지원※
※ 이동제한에 따른 사업 차질 대비, 재외공관·현지사무소 역할 강화(수원국 협의, 사업 관리 등)
◈ 생명·생계 위협받는 여성·난민과 기아·빈곤층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2020년 확정액) 1,677억 원 → (2021년 요구액) 2,554억 원(52.3%↑)
◈ 비대면 경제·문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ODA※ 추진
※ (디지털 뉴딜 ODA) 보건·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 ODA와 ICT 접목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DA
◈ 긴급수요 대응을 위해 Fast-Track 예산 확보, 비상대응 ODA 매뉴얼 마련

전략 1.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 달러)과 함께, 긴급차관(4억 달러)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고, 2021~20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

※ (2020년 확정액) 2,773억 원 → (2021년 요구액) 3,707억 원(33.7%↑)
- 7 -

⎗ 정책동향

❍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도국 민간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

※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약품, 자가검진키트 등 개도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 상·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
전략 2.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
하여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

※ (예시)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
제고

❍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보건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非정부기구 간 국제 연대도 선도해 나갈
계획
전략 3.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

※ (2020년 확정액) 1,677억 원 → (2021년 요구액) 2,554억 원(52.3%↑)

❍ 개도국의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경제·복지정책을 공유하고, 감염병·
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
❍ 또한,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

※ (디지털 뉴딜 ODA) 보건･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 ODA와 ICT 접목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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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
집중
❍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Track)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
❍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 활동 및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민자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2021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2020년(확정예산)
3조 4,270억 원보다 6,523억 원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20년 1,551개)을 시행할 예정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1,688억 원), △몽골 솔롱고 공공주택단지 1단지 건설사업
(EDCF, 206억 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541억 원) 등

-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
❍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 ODA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강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
❍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
❍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 9 -

⎗ 정책동향

❍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의 PPP※※ 사업 추진 및
CSR/CSV※※※ 활동과 연계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도 진행하여
개발협력 외연을 확장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추진
※※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인프라 건설･유지 등에 민간 자본･기술 활용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 우리의 원조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발판으로, ODA 정보공개 확대 및 공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지속 추진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기로

※ 2020년 KOICA, 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우수(Good) 등급 획득

❍ 한편,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전략수립-사업 기획·발굴-사업 심사·조정-점검·평가 등 ODA 전 주기를 혁신
하는 작업을 추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하게 확대·개편할 예정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ODA 활용
방안을 마련
- (신남방 지역) ① 수요 맞춤형 지원, ② 가시성 높은 사업 및 ③ 파트너십 공고화를
추진
- (신북방 지역) ① 패키지형 사업, ② 우수사업 브랜드화 및 ③ 국제기구·민간기업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
❍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자 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ODA 협의체와 현지 허브 간 협업 확대, ③ 한국형
ODA 홍보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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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자료 : 행정안전부(2020.7.8.)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2020.7.8.] 2020년 7월 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
- (주요 내용)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지방재정 중점 추진 방향❙
목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전략 Ⅰ]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확장적 재정 운용 및 집행 강화
 지방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혁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
전략 Ⅱ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입 기반 마련

극복
(Relief)
⇳
복원
(Recovery)
⇳
도약
(Rejump)

 지방세 세수 전망 및 대응 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입 지원

×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전략 Ⅲ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재도약 촉진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 지원
 지역소비력의 빠른 회복 촉진
 지방규제혁신 가시적 성과 창출
 지방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전략 Ⅳ 미래를 대비하는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차세대 지방재정·세정 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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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규제혁신 방향 논의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7.7.)

❍ [국무조정실,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2020.7.7.] 2020년 7월 7일 대한상공
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

※ (참석) 민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무역협회 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
정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
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 (민간)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
•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

- (정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 Comfort, Convenience, Coexistence, Competitiveness

•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
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
•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
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답변
•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혀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① 가상현실, ② 로봇, ③ 인공지능, ④ 미래차, ⑤ 바이오·헬스, ⑥ 원격
교육,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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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자료 : 환경부(2020.7.7.)

❍ [환경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2020.7.7.]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강화, 17개 광역지자체
및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고 탄소중립
선언 및 기후행동 의지 결집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전 세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
행동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지자체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여 상향식 탄소
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발족
※※※ 120개 국가, 449개 도시, 995개 기업 등 2050 탄소중립 선언(UNFCCC 기후행동을
위한 비정부기구 운영체계(NAZCA), 2020.7월 기준)

- (주요 내용)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
-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환경부-지자체 실천연대와 업무협약 체결>
◈ (지자체) 지역 여건에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

- (향후 계획) 3차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총 1,509억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할 예정

※ 주요사업: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1,115억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
그램(97억 원), 스마트 하수도 구축(40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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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31차 공식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7.9.)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1차 공식협상 개최, 2020.7.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31차 공식협상이 2020년 7월 9일 화상
회의로 개최, 장관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률 검토,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하고, 우리 측은 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에
적극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

※ 이번 회의는 지난번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2020.6.23.)에 이은 공식협상으로서, 지난 장관
※※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를 발표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RCEP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차질 없는 연내 서명을 위해 잔여 이슈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 RCEP 통상장관 공동성명서(2020.6.23):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5개국 간 공동
대응 강화, ② 2020년 RCEP 서명 의지 재확인, ③ 인도에 대한 RCEP 참여 개방
※※※ GDP(2019): RCEP 28.5조 달러(전 세계의 약 33%), USMCA 24.2조 달러(28%), EU
18.3조 달러(21%)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7.9.)

❍ [산업통상자원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2020.7.9.]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9일 15시(한국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주요 내용)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품
시장개방 및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키로 합의

※ 높은 경제성장률(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 및 젊은 인구(35세 이하 인구 72% 차지)
- (향후 계획)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양국은 2020년 7월 중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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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9.)

개요
❍ [농식품부,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2020.7.9.] 「양곡관리법」
개정※(2020.1월)에 따라 2020년부터 쌀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대책 수립 제도화,
매입·판매 기준 등 마련

※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020.7.9.∼7.28.)

- (개정 배경) 2020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2020.1월)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 변동직불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
<양곡관립법 개정 주요 내용>
 필요 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제16조제1항)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 다만 기상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기한 연장 가능(제16조제2항)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물량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초과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 가능(제16조제3항)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협의기구 구성․운영 등 매입·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항).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음(제16조의2).

- (주요 내용) △법률 시행(2020.7.30.)에 맞춰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종료) 및 고시 제정안(2020.7.9.~7.28. 행정예고) 마련,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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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
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
❙쌀 수급안정장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대책 수립)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 (매입 기준) 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②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
∼1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매입

-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경우 등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매입 가능
• (판매 기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판매 가능

-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
미곡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안정
위원회 운영

• 매입이 있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대상 면적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기구(양곡수급안정
위원회)를 거쳐 결정
• 정부(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2020.7.30.)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개최
자료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0.7.8.)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약칭: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과 1차 포럼※※ 개최, 2020.7.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국회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2020년 7월 10일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약칭: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과 1차 포럼을 개최

※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위원장: 이유진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농어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관계자 등 2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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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과 정책 의제를 찾기 위해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
-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포럼 출범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산정 논의
자료 : 농촌진흥청(2020.7.8.)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 개최, 2020.7.7.]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을 2020년 7월 7일 개최

※ 농촌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공동 주관하였고, 농식품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

-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
할 것이다.”라고 강조
- (주요 내용)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정의 설정, 적용 범위,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코로나19 시대 국제 식량ㆍ농업협력 논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10.)

❍ [농식품부, UN 식량농업기구(FAO) 제164차 이사회 참석, 2020.7.10.] 농식품부는
2020년 7월 6일~7월 10일(5일간) 동안 화상회의로 열리는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
(FAO) 이사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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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제) FAO 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 활동, ‘디지털농식품플랫폼’ 설치,
코로나19가 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 (한국 대표단) 스마트팜 등 농식품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정책 관련 ‘디지털
농식품 플랫폼’ 중요성 강조, 한국의 정책 사례 공유
<UN 식량농업기구(FAO) 제164차 이사회 주요 논의 동향>
◈ 주원철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디지털 농업 관련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정보
통신기술(ICT) 융합 정책 및 개발도상국 스마트팜 기술 전수 사업(ODA) 경험을 공유
◈ 강효주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소농·가족농이 대부분인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FAO에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 분석을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하는
2021년 UN 식품시스템 고위급회의의 사전 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취약 인구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농식품 교역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우리나라는 FAO의 20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반영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수석경제학자·
과학자, 사무차장보 등 고위 임원 간 역할 조정을 환영하고 FAO - UN 기구(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촉구

◈ 식품 동향

제10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8.)

❍ [농식품부, 「제10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0.7.8.] 농식품부는
2020년 7월 15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코로나19 대비 건강식품시장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한 컨퍼런스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식품산업의 흐름과
기술개발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건강식품 산업 대응전략’, ‘건강
식품 신(新)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성 K-FOOD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식품산업 현황을 전 세계 식품 관련 종사자들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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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동향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준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6.)

❍ [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준비, 2020.7.6.] 농식품부는 2020년 7월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
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
- (이행계획) 퇴비 부숙도 대상 축산농가 50,517호 이행계획 수립
◈ 자체 관리가능 농가※ 35,944호, 관리 필요농가 14,573호(28.8%)
※ 퇴비관리요령 숙지(퇴비 및 깔짚관리, 미생물 살포 등), 교반장비 및 퇴비사 보유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

자체관리
가능농가

관리
필요
농가

50,517

35,944

14,573

관리 필요농가 세부유형(부숙도 대상농가 대비 비율)
부숙관리 미흡(①)

①+교반장비
부족(②)

①+퇴비사
부족(③)

①+②+③

7,683
(52.7%)

3,219
(22.1%)

2,865
(19.7%)

806
(5.5%)

◈ 관리 필요 농가(14,573호)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추진(지자체, 농축협)
- (부숙관리 미흡 농가) 퇴비 부숙관리 요령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집중 실시
- (교반 장비 부족 농가) 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정 관리, 퇴비유통조직을 활용한 가축분뇨
위탁관리 등 세부내용 안내
- (퇴비사 부족 농가) 농가 자체 신증축, 위탁처리 등 이행방안 및 관련 사업 안내

- (부숙도 검사) 2020년 6월 말 기준 부숙도 대상 50,517호 중 30,288호 검사(60%)
하였으며, 그 중 29,560호(97.6%) 적합, 728호 부적합(2.4%)
◈ 2020년 7월 말까지 50,517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는 현장 컨설팅을 거쳐서 재검사
추진, 그 외 농가도 희망 시 부숙도 검사 지원

- (향후 계획)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력,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
해소 추진(매월 1회 관계기관·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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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7.6./7.9.)·농림축산식품부(2020.7.8.)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7.9.] 2020년 7월 1일~7월 7일 동안,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63건※이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663건): 파주 98건, 연천 273건, 철원 29건, 화천 246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10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별 세부상황(2020.7.1.~7.7.)❙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1
․
․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2020.6.29.

2020.6.30.

경기

연천

연천읍 부곡리 394

2020.7.1.

2020.7.3.

경기

연천

연천읍 고문리 545

2020.7.1.

2020.7.3.

경기

포천

창수면 신흥리 17-4

2020.7.1.

2020.7.3.

경기

포천

창수면 신흥리 산1-3

2020.7.2.

2020.7.3.

경기

연천

중면 적음리 8-1

2020.7.3.

2020.7.5.

경기

포천

창수면 신흥리 산1-3

2020.7.3.
2020.7.3.
2020.7.6.

2020.7.5.
2020.7.5.
2020.7.7.

경기
경기
강원

포천
포천
화천

창수면 신흥리 산31
창수면 신흥리 산31
간동면 구만리 1200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현황(2020.7.1.~7.7.)❙
분석결과
검사시료 건수
총 276건(폐사체 50, 포획 226)
파주
연천
철원
발생지역
화천
양구
고성
포천
그 외 지역

합계
276
13
23
25
24
53
4
40
94

폐사체
양성
8
0
2
0
1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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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음성
42
0
8
3
8
9
0
7
7

양성
0
0
0
0
0
0
0
0
0

음성
226
13
13
22
15
44
4
28
87

⎗ 정책동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2020.7.6.]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
- (주요 내용) △오염지역 집중소독하여 바이러스 제거, △농장 차단방역 강화,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농식품부, 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2020.7.8.]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7일부터 가동

※ (1터미널) 4대 신규 설치, (2터미널) 2대 추가 설치(기존 2대 운영 중)

- (향후 계획) 공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불법 농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환경시료 검사 강화, 2020.7.9.] 여름철(7~8월)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하고, 3차 추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8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총 744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
- (주요 내용) △한강, 임진강,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 및 지류 하천
18곳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 △주요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가 환경에 남아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토양 등 환경시료 조사※※ 를 실시,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밀도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

※ (기존) 연간 500건 → (확대) 1,000건, 우기 시 집중 검사
※※ (기존) 수색및환경시료채취별도운영, 연간600건→(확대) 수색및환경시료채취병행,
1,000건+@
※※※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파주, 연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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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2022년까지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 뉴딜’을 추진(2020.7.8.)
-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부산시, 2020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 본격 준비 돌입(2020.7.9.)
부산 - ‘20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시·도가 실시하는 5년 주기 대규모
총조사로서 ‘농림어업 총조사’는 2020년 11월 23일~12월 18일(방문 조사 2020.12.1.~12.18.)까지
진행
• 대구시, 우수기 대비 저수지 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2020.7.9.)
대구 - 저수지 176개소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리실태 전반 안전감찰 실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2020년 7월 10일부터 벼 재배단지 253ha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2020.7.8.)
대전 -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대전시농촌지도자 미작연구회가 중심이 돼 1차
(2020.7.10.~17.), 및 2차(2020.8.17.~24.)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
- 먹노린재, 도열병 등 2회 방제비는 ha당 32만 6,000원으로 이 중 57%를 지원하고 43%는 농가 자부담
으로 추진
• 광주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 추가 조치(2020.7.8.)
광주 -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2020년 7월 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36곳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관리요령 실천
당부(2020.7.9.)
- (농작물) 지주나 줄로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결속
경기도
- (시설물) 축사나 하우스 전기시설 점검과 주변 배수로 정비, 시설물 고정
- (피해시) 물 빼기 및 오물 제거, 요소액(0.2%) 잎에 살포
- (농경지) 잡초 제거 등 배수로 정비, 논둑 등 붕괴 예방 점검
• 포스트 코로나19 강원도 자립 농정 실현을 위해 5개 과제 9개 사업을 추진(2020.7.9.)
- 이를 위해 2021년도 3천 618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4년간 2조 2천 593억 원을 확보·투입
-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식량 자급방안, ▴비대면 소비
강원
선호에 따른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바이러스 등 사회 재난에 대비한 스마트 방역 인프라 구축, ▴
선진 농업 구현을 위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농업 육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체질 개선
사업을 담고 있으며, 식량안보 대책으로는 코로나 장기화 등 비상시 쌀 소비 유통을 통제하고 6개월분을
비축할 방침
• 충북 오창농협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2020.7.6.)
※ 서울시는 2020년 7월 3일 임산부 18,2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4개소
충북
(오창농협(충북), 한살림서울(서울), 두레생협(경기), 담양농협(전남)) 선정 결과를 발표
- 오창농협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4,866명에게 23억 원 상당의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예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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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충남

•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2020.7.6.)
-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
- 희망 농가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8∼9월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락분 90% 보전 제도)

전북

•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총 122,266명의 인력 공급(2020.7.3.)
- 특히,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송하진 도지사는 국무총리에게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제안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4명의 외국인이 계절
근로로 전환(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
- 또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작년 30,131명 대비 17,785명 늘어난 47,916명(159%￪)
인력 공급

전남

•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2020년 참여농가 3천 790농가로 전년 대비 6% 상승(2020.7.7.)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사과, 딸기 등 재배 농가를 대상
으로 2019년 3천 572농가에서 2020년 3천 790농가※ 최종 확정
※ 작물별로는 벼 3천 642농가를 비롯 사과, 딸기 등 148농가가 신청, 급여 지급 방법으로는 월급여
수령 3천 358농가, 분기급여 수령 430농가 등

경북

•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공모한‘2020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48명(전국 250명의 19.2%)이 선정(2020.7.8.)
• 미래세대의 건강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기존 안동·예천 지역에 이어 7월부터 포항지역까지 확대 공급(2020.7.8.)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2020.7.8.)

경남

제주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2020.6.22.~10.15.), ▲농업인 피해예방 홍보와 기술지원, ▲기상특보
발령 등 비상체제로 전환되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2020.7.9.)
- 2020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5곳※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이며, 돌봄과 치유, 농촌생활적응, 자립 목적으로 한
농업활동 프로그램 지원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지원대상자 4개소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자로 1개소(밥상살림) 총 5개소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강원도는 언론보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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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식량안보와 식물공장 등
이슈 브리프

식량안보와 식물공장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식량공장, 안보를 이야기하다”(이슈
분석, 제775호, 2020.7.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식량안보>
❍ [식량안보 정의]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 데에 필요한 식이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영향이 풍부하며
충분한 식량을, 물리적으로, 사회적이며, 경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
❍ [식량안보 위협] 기후변화는 지구의 식량 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로 인하여 1981~2010년의 기간동안 옥수수 수확량 4.1%, 밀 수확량 1.8%,
콩 수확량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곡물 가격이 최대 29%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식량안보 이슈 제기] 유엔농업식량기구(UNFAO)는 2020년
4월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
- 국경 폐쇄, 격리조치, 공급망 교란과 무역량 감소가 충분하고 다양한 식량 원천에의
접근으로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과일과 야채, 육류와 생선,
유제품 등 고부가가치 식량 품목이 취약하다고 지적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 식량 공급망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되며,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
◈ 주식 곡물(쌀, 옥수수, 밀)과 과일, 육류는 국제적인 공급체계가 확립되어 자급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주로 야채류가 지역 내 생산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식량 분야에도 리쇼어링을 추진하며, 주요 식품 품목의 자체
생산 및 지역 내 공급을 추진하는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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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식량안보 현황]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주식 곡물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식량 품목 대부분에서 수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식량수입국으로 주요 식량
품목별로는 옥수수·밀(자급률 0.7%), 콩(6.3%)의 자급률이 낮았으며, 소고기, 우유,
고추 등도 50% 미만의 자급률을 기록
❙2019년 식량 품목 자급률❙

주: 감자･보리는 2018년, 명태･고등어･오징어는 2017년, 이외 2019년 수치
자료: 농식품부 “농축산주요통계지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식물공장의 개념과 식량안보시설로서의 잠재력>
❍ [식물공장 개념] 식물공장은 완전히 폐쇄된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로서,
인공광 및 양액, 공조시스템을 통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빛, 수분, 양분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며,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에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센서로 관측하고 자동화설비로 통제하는 최첨단 농업기술

※ 넓은 의미의 식물공장은 비닐하우스와 환경장치를 갖추고 태양광을 광원으로 하는 태양광형
식물공장도 포함하나, 이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에서자유로울수 없는 바, 여기서는채소･과일류의자급률 제고에는제약이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공광을 사용하고 외부 환경과 완전히 폐쇄된 환경에서 양액으로 식물을 재배
하는 완전폐쇄형 식물공장만을 논의

❍ [식물공장의 도입 상황] 식물공장은 나트륨등, 형광등을 광원으로 하여 광열비
부담이 높아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최근 LED를 도입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광량을
확보하고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비용 절감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식물공장 운영사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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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유기·농무농약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ICT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식물공장 상용화를 시도
◈ 엽채류, 과채류 및 과일류 품목 중 상품성이 높고 수요가 풍부하며 생산성이 검증된 상추와 딸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식물공장 사업이 시도되고 있음.
◈ 일부 선도 업체는 식물공장 시설을 도입하여 샐러드, 음식점 앞 B2B 공급 등의 형태로 상품화한
상태이며, 생산 원가 및 투자비 절감, 의료용 대마·인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등을 통한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상황

❍ [식량 공급 시설로서의 식물공장] 식물공장은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재배시설로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작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체 수급률 제고가 가능
- 또한, 적층 재배※, 병충해 피해 최소화, 작물 품질의 균일화를 통해 노지재배 대비
수 배의 단위면적당 생산이 가능하며, 양액, 광량과 광원의 색조, 이산화탄소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물 품종을
교체하여 최적화된 환경에서 재배공급이 가능

※ 복수의 단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랙)에 베드를 설치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것
❍ [식량 안보시설로서의 식물공장 운영] 식물공장 기술로 생산 가능한 작물은 한정
되어 있어 식량위기에 대응한 작물 품종을 파악하고, 식물공장 생산 가능 품목의
확장이 필요
- 현재, 식물공장의 주 생산 작물은 상추, 양배추, 허브 등 엽채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일류 중에는 딸기를 비롯한 장과류의 생산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단계
- 수입의존도가 높은 채소 및 과일 중 현재의 식물공장 기술로 자급률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는 작물은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체리 등으로 추정
<안보시설로서의 식물공장 활성화>
❍ [민관협력 식물공장 사업 구조 도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식물공장
사업을 통해 안보시설로서의 식물공장 시설 조성 및 운영
-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력 식물공장을 조성하여 평시에는 민간
수익 사업을 수행하고, 식량위기 시에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작물 집중 공급
- 식량위기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생산 작물 변경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생산가능 품목을 다양화하여 식량위기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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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은 자본조달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은 식량안보
대응 시설을 확보하는 Win-Win 모델
❍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통한 공동사업 수행] 최신 기술이 투입된 식물공장은
LED, 자동화기기, 센서, 로봇 등 고가의 장비가 초기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동시에,
과거에 비해 운영비용은 낮아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하고, 다수의 전문영역을
갖춘 사업자가 협업하는 PFV※ 구조는 민관협력을 구현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

※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
관리 업무는 전문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

- 공공기관이 인허가대관업무를, 농업법인이 시설 운영 및 보수, 시설 제공업체가
설비 조성을 담당하며, 유통업체 또는 작물 수요업체가 생산물 구매자, 금융기관과
벤처투자사가 FI※로 참여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안정성 있는
식물공장 사업을 장기간 운영 가능

※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
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의미

❍ [식물공장 생산 작물에 대한 별도 인증 신설 및 홍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
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하여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원천적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별도 인증제 신설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
❍ [안정된 유통채널 및 판로 확보]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식물공장 사업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통채널 확보, 수요자 계약 생산 등 안정된 판매처
확보가 관건
- Farmedhere(미국), Plantagon(스웨덴) 등 대규모 식물공장 사업이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생산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도산하거나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편의점 체인과 식물공장 운영사가 계약을 맺어 샐러드와 샌드위치의 재료인
엽채류를 공급
❍ [전통 농업과 공존할 수 있는 사업모델 모색] 전통 농업계는 식물공장의 도입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경쟁 심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통 농업 및
농업인과 공존 가능한 식물공장 사업모델 모색
- 전통 농업과 경쟁이 덜한 수입산 농작물의 대체 개념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도입
하는 동시에 사업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등의 형태로 농민들이
지분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27 -

⎗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업생산에서의 농업 생산성
※ 미국 USDA-ERS“Productivity is the major driver of U.S. farm sector’s
economic growth”(2020.7.6.)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농업생산에서의 농업 생산성
❍ 미국 농업생산은 1948에서 2017년까지 3배 증가하였고, 매년 1.53%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농업생산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임.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2000-07년 0.6%에서 2007-17년
1.21%로 상승함. 이는 총농업생산은 매년 1.18% 상승한 반면, 총투입요소 성장률은
매년 0.03% 하락한 것에 기인함.

※ 총요소생산성: 총농업생산 성장률과 총투입요소 성장률의 차로 계산되고, 기술혁신에 의해
주도된 생산성 향상을 나타냄.
❙미국 농업생산에 미치는 요인❙

출처: USDA-ERS.
❍ 농업화학 사용이나 농업 관련 서비스 같은 중간재는 지난 70년간 130% 증가한
반면, 농업 노동력은 76% 감소, 경지면적은 25% 이상 감소하였음. 다만,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력 감소나 토지를 포함한 자본 감소를 상쇄할 수 있게
만들어줌.
- 노동투입 감소는 농업생산을 매년 0.45% 감소시키고, 자본투입 감소는 0.06% 감소를
유발함. 중간재는 0.58% 증가시켰지만 중간재의 농업생산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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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성 향상이 미국 농업생산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특히,
R&D를 통한 농업혁신, 화학물질, 장비, 농가 조직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은 미국
농업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amber-waves/2020/july/productivity-is-the-major
-driver-of-us-farm-sector-s-economic-growth/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 EU 농업 관련 예산안
※ 농업전문지 IEG Policy에서 발표한“EU’
s draft 2021 budget gives CAP
almost a third of spending”(2020.6.25.)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EU 농업 관련 예산안
❍ EU 집행위원회는 1,667억 유로를 2021년 EU 예산으로 제시함. 전체 예산 중 약
1/3에 해당하는 552억 유로를 공동농업정책※(CAP)과 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함.

※ 공동농업정책(CAP):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농산물 시장 실현,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노동자의 소득 보장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통정책으로 농가 직접 지불제도,
농촌개발 정책,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로 이뤄짐.

- (시장지원 대책) 직불금 형태의 유럽 농업보증기금(EAGF)에 전년 대비 7.4% 감소※한
약 408억 유로를 책정함.

※ 예산의 감소는 실질적인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통계적 효과임.
- (농촌개발 지원) 유럽 농촌지역개발기금(EAFRD)에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약 150억 유로※를 책정함.

※ 차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농촌개발기금(EAFRD)에 더 많은 지원을 제안하였지만,
2021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 예정돼있어 해당 예산의 증액수정은 2022년 이후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추가자금 운용) 요하네스 한 EU 집행위원회 예산 집행위원에 따르면, EU
행정부가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허락함에 따라 두 기금에 최대 약 7억 5천 유로
추가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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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EU 집행위원회는 2,110억 유로의 교부금과 1,330억 유로의 차관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보충을 고려하고 있음.
- 추가 자금확보에 따른 잠재적인 2021년 EU 예산은 EU-27의 국민총소득(GNI)의
2.6% 수준으로 전망됨.
■ 자료 출처:
https://connect.ihsmarkit.com/agribusiness/food-agri-policy/dashboard/home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강화
※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政府、食料安保を強化 コロナ対応 国産切り替え推進」
(2020.6.27.), 수상관저 「農林水産政策の展開方向について」(2020.6.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강화
❍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26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본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공급망 차질 우려로 농림수산정책 추진에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강조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공급 우려]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제재에 따른 불안정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식량 안정공급 필요성]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양파 등의 농산물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쌀과 파스타 등 일부 식품의 구매 증가 및 사재기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품 생산 확대 및 사재기 자제 요청으로 상황이
완화되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식량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식량 공급 위협 요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산·유통 영향 및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사막메뚜기떼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
하면서 식량 안정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 [식량 안전보장 강화]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식량
공급에 관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곡물 비축량도 충분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국가의 수출규제 등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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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 △식품 공급망 강화,
△수입 식품 안정적 확보, △국내에서 기술기반 확보, △국민 이해 양성을 통한
종합적인 식량 안전보장 정책 확립이 필요함.
❍ [농수산식품 생산 유지] 농림수산업은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반면,
수확 적기가 짧아 코로나19와 같은 수요의 급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움. 단기적 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 변동은 장기적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일시적
변동에 의한 생산 변동을 저지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국내 생산기반 강화] 농업생산기반강화 프로그램(2019.12월)에 따라 수출확대 및
육우·낙농 생산 확대 등 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2020년 3월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생산기반 강화 및 국내외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생산·공급 추진을 통해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향상을 추진
하고 있음.
❍ [농림수산 정책 개혁]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2013년)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농림수산업 분야 전반의 정책 개혁을 실행하고 있음.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두 축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정책 개혁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가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과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고자 함.
- (산업정책)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단지화·규모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쌀 정책 재검토, △농협 개혁, △생산자재 및 농산물 유통·가공 구조 개혁,
△스마트 농업 추진
- (지역정책) △일본형 직불제도 설립, △수렵육 활용 추진,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추진,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 산림·임업 정책 개혁, 수산정책 개혁 등 추진
❍ [농림수산정책 개혁 성과]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7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농업소득은 6년간 5천300억 엔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임.
❍ [새로운 정책과제 대응] 기존의 농림수산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새로운 수출 목표 달성 정책 강화, △신기술 개발·도입 가속화,
△생산·유통 비용 감소,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등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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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중국 수출 및 식품산업 해외 활성화,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지원 서비스 육성, △축사건축 시 건축기준법 적용, △농산물검사규격
고도화, △종합적인 안전망 대책 시행방법 검토, △다양한 토지이용, △농촌 활성화
지원 시행방법 검토 등이 있음.
■ 자료 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nousui/dai28/gijisidai.html

언론 동향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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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개요>
❍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가 개최
- 토론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농민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
-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디지털농업 등 정책 개선 필요하며, 농업조직 포함 현재 농정 추진
체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 [위성곤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대회사를 통해“지난 20대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과시킴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지만 첫발을 뗀 것일 뿐”
이라며 농지문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문제, 농촌 공간과 삶의 질 문제, 후계
농업인 육성 문제 등 농정의 근본 변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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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봉쇄로 세계 식량 공급환경 전반에 변화가 일고 우리 농업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단에 따른 인력난, 외식소비심리 위축과 공공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산물 판로
축소, 수출 단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정확한 피해진단과 전방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
<발제>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포스트코로나 문재인정부 농정비전과 방향’]
“그동안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들을 코로나19를
계기로 적극 추진해야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대, 농업인력 확보,
농식품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농정과제”라고 지적
- 이를 위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농정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해
❍ [황수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
어촌 365뉴딜 추진전략’] ‘농산어촌 365 뉴딜’의 추진배경과 전략, 목표를 소개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농촌형 뉴딜 과제로 △귀농·귀촌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농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제안
- 중점 추진과제로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어촌재생법 제정, △지역
순환형 로컬푸드시스템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 확산과 일자리 확충, △생산·
유통·소비 전반의 스마트 그린화, △국가푸드플랜 수립 시행 등을 제시
❍ [이호중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21대 국회 농업관련 주요 입법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발표한 농정 전환 5대 방향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농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 등과 연관된 40건의 입법과제를 발표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관련법을 개정해 경축순환
농업,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대응 등 선택형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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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임대차 제도를 확립하는
농지법 개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收入)보험제도 도입 및 농업
재해 관련법 개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
<토론>
❍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농업 비전의 하나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존이고, 또 하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핵심 비전”이라고 강조
하면서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소득보장 등이 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
❍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코로나19로 인해 농정의 방향이 변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이 농정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전해
- 이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구현 위한 체제 개편, △경작 위주의 농지개혁 ,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재정비, △국가 차원 통합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과 농업회의소 법안 마련,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근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렇게 하면
규제 중심의 정책이 나올 우려가 높다”며 “식품의 일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농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
❍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직불제 중심의 재정 개혁과 함께 가격 보장 및 경영
위험관리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과제”라며 “기초 농축산물 15~20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하고, 농업재해 보장 등 경영위험 완충장치를
마련해 농민의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저밀도 사회로 전환에 대비한 농촌 공간의 계획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농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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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의 집적화 등 농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디지털 기반 구축에도 나설 방침”
이라며 “농촌지역의 취약한 ICT 기반 보강(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거래방식을 농축산물 도매거래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
-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식량안보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의 주식’이 되고 있으나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비축 확대 등 국내 자급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자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국제뉴스, 2020.7.7.),
“민주당, 현장 소통 강화…농업분야 주요 입법과제 추진”(농축유통신문,
2020.7.8.),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농정 전환 전략’ 짜야”(농축유통신문,
2020.7.9.),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 …실경작자 중심 임대차 제도 필요”(농민신문,
2020.7.10.), “농업인 기본소득법 제정 등 21대 국회가 꼭 해내야”(농업인신문,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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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7.8.)

개요
❍ [총규모] 2021년 ODA(공적개발원조) 요구액 규모는 약 4조 793억 원※으로, 총 42개
기관※※에서 1,665개 사업 추진

※ (ODA 규모) 2020년 확정액 3조 4,270억 원 대비 6,523억 원 증가
※※ (참여 기관) 2020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증가
※※※ (사업 수) 2020년 1,551개 대비 114개 사업(7%) 증가
구분
2015
총ODA(십억 원) 2,378.2
양자간원조
1,682.7
비중(%)
(70.8)
무상원조
844.7
비중(%)
(50.2)
유상원조
838.0
비중(%)
(49.8)
다자간원조
695.5
비중(%)
(29.2)

2016
2,439.4
1,947.9
(79.9)
1,054.2
(54.1)
893.7
(45.9)
491.5
(20.1)

2017
2,635.9
2,130.0
(80.7)
1,175.5
(55.2)
954.5
(44.8)
505.9
(19.3)

2018
3,048.2
2,387.7
(78.3)
1,329.6
(55.7)
1,058.1
(44.3)
660.5
(21.7)

2019
3,200.3
2,493.8
(77.9)
1,352.6
(54.2)
1,141.2
(45.8)
706.5
(22.1)

2020
3,427.0
3,346.8
(81.0)
1,590.1
(57.3)
1,184.9
(42.7)
651.9
(19.0)

2021
4,079.3
3,348.7
(82.1)
2,020.0
(60.3)
1,328.7
(39.7)
730.6
(17.9)

주요 특징
❍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 간 비율은 약 82:18, 유상협력 對 무상
협력 간 비율은 40: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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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양·다자 비율(81:19) 대비 양자협력 비율 1%p 증가※

※ 제2차 기본계획(2016～20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대비 양자협력 비율 다소 상회

- 2020년 유·무상 비율(43:57) 대비 무상협력 비율 3%p 증가
-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2020년※ 대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다소 감소(39.4% → 36.8)한 반면, 아프리카(17.9% → 19.7), 중남미(6.3% → 7.3)
비중 증가

※ 2020년: 아시아(39.4%), 아프리카(17.9%), 중남미(6.3%), 중동･CIS(4.9%) 오세아니아(0.6%) 순
구분

구분
유상
무상
총계
유상
무상
총계

규모(억
원)
비중(%)

아시아
7,000
5,320
12,320
52.7
26.3
36.8%

아프리카
3,971
2,628
6,599
29.9
13.0
19.7%

중남미
1,038
1,411
2,449
7.8
7.0
7.3%

중동·CIS
779
886
1,665
5.9
4.4
5.0%

오세아니아
135
135
0.0
0.7
0.4%

기타
500
9,820
10,320
3.8
48.6
30.8%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4.2%(유상 75.8%, 무상 71.9%)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 (분야별)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순이며, 보건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1.1%p)

※ 2020년 비중: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농림수산(9.9%), 산업･에너지(8.8%) 순
구분

구분

교통

보건

교육

농림 인도적 공공
수자원 환경
에너지
산업
수산 지원 행정
및 위생 보호
920
- 570 1,694 2,173 546
-

유상 4,139 1,700
916
규모
무상
502 2,007 2,378 1,928 2,554 1,969
664
172 496
(억 원)
총계 4,641 3,707 3,294 2,848 2,554 2,539 2,358 2,345 1,042
비중
(%)

통신

기타

128

501

842

44 6,644

842

172 7,145

유상
무상

31.1
2.5

12.8
9.9

6.9
11.8

6.9
9.5

12.6

4.3
9.7

12.7
3.3

16.4
0.9

4.1
2.5

4.2

1.0
0.2

3.8
32.9

총계

13.9

11.1

9.8

8.5

7.6

7.6

7

7

3.1

2.5

0.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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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프로젝트(67.1%)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2020년 비중: 프로젝트(64.2%), 봉사단 파견(5.7%), 연수사업(5.5%) 순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유형별 비중(기타 제외)❙

- (신규/계속)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2020년에 비해 신규사업의 규모(6,217억 원)
및 사업 수(612개) 증가※

※ 신규사업 규모: 2020년 대비(5,737억 원) 480억 원 증가
신규사업 수: 2020년 대비(600개) 12개 증가
신규사업 예산 비중: 2020년 대비(18.4%) 1.8%p 감소

❍ 사업 연계·조정(총 150건, 341개 사업)
- (유·무상 연계)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 연계협의회를 통한 연계 확대※

※ (2020) 24건 67개 사업 → (2021) 29건 78개 사업

- (무상 간 연계) 주관기관-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
건수 증가※,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환류로 현장 중심의 연계조정 의견 반영

※ (2020) 88건 193개 사업 → (2021) 118건 260개 사업

- (무상 간 중복 방지)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하여 조정·통합(2021년 3건)
구분
건수
사업 수
건수
무상간 연계
사업 수
건수
중복 방지
사업 수
건수
합계
사업 수
유무상 연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7
7
10
15
12
12
24
29
16
16
21
45
33
28
67
78
4
24
16
7
12
38
88
118
8
54
38
17
27
77
193
260
10
19
14
16
10
11
11
3
23
45
30
56
21
23
23
3
21
50
40
38
34
61
123
150
47
115
89
118
81
128
283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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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20.7.9.)

개요
❍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 발표, 2020.7.9.] 2020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9,408명이며, 주민등록 세대는 22,791,531세대

주요 내용
❍ 2020년 6월 말 인구는 2019년 말 51,849,861명에 비해 10,453명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2019년 말 22,481,466세대보다 310,065세대가 증가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추이를 보더라도 인구는 연평균 5만 명 증가에 그쳤
으나, 세대수는 연평균 40만 세대가 증가,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는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

주요 내용
❍ 세대당 인구는 2.27명이며, 세대원 수별로는 1인 세대 비율이 38.5%로 가장 높고,
2인 세대 23.1%, 3인 세대 17.6%, 4인 세대 15.8% 순
- 1인 세대와 2인 세대는 1,404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61.6%를 차지
- 2008년에 1인 세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4인 세대 비율은 22.4%에서
15.8%(2020년 6월 말 기준)로 감소하여 3인 세대 비율보다도 낮아
❍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의 특징] 성별로는 남자(51.5%)가 여자(48.5%)보다 많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 세대가 많아
- (연령별) 70대 이상 1인 세대가 19.1%로 가장 많고, 50대 18.1%, 60대 16.9% 순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율(%)

15.2

16.1

14.7

18.1

16.9

19.1

❍ [지역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인구는 172,758명이 더 많았으나, 세대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387,587세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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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및 세대수❙
구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명)
51,839,408(100.0%)
26,006,083(50.2%)
25,833,325(49.8%)

세대수(세대)
22,791,531(100.0%)
11,201,972(49.1%)
11,589,559(50.9%)

❍ [자치단체별] 시·도에서 전남(44.1%), 강원(42.8%)의 1인 세대 비율이 높고, 세종
(32.4%), 울산(32.8%), 경기(35.0%)가 가장 낮아
❙시·도별 1인 세대 비율❙

-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59.2%), 경북 울릉(59.1%), 서울 관악(57.5%)이 1인
세대 비율이 높았고, 울산 북구(25.2%), 경기 과천(25.8%), 충남 계룡(26.7%)이
가장 낮아
<시·군·구 1인 세대 비율 분포>

<1인 세대 비율 상·하위 3곳>

<연령대별 1인 세대 비율 상위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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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 고용전망
자료 : 고용노동부(2020.7.8.)

개요
❍ [OECD, 2020년 OECD 고용전망 발표, 2020.7.8.] OECD는 2020년 7월 7일 19시(한국
시간)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에서 「2020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노동자 안전과 Covid-19 위기」를 발표
- (주요 내용) 2020년판에는 특별챕터(Covid-19: from a health to jobs crisis)를 통해
Covid-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전례 없는 일자리 위기와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

주요 내용
❍ OECD는 Covid-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건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환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봉쇄와 제한조치(containment
and mitigation policy)’로 이동 제한, 생산시설의 임시폐쇄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조치로 공중보건시스템의 붕괴와 바이러스의 확산은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 확대를 초래
- 특히, 경제에 즉각적이고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주어 실질적 봉쇄조치가 2020년
3월 하순에 이루어졌음에도 2020년 1분기 실질GDP가 대폭 하락※

※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하고 방대한 진단 및 추적으로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 주목할만한(notable) 예외라고 명시
❙2020년 1분기 실질GDP 변화 및 2분기 실질GDP 변화 전망(전분기 대비, %)❙

※ 칠레는 2019년 10월 반정부시위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반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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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초기 노동시장 영향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등 국가별로 다양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적 차이에서 기인

※ 미국은 2020년 2월 실업률의 경우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3.5%였으나 4월 14.7%로 급증
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OECD 전체 실업률(%): (2020.2.) 5.2 → (2020.5.) 8.4
※ 한국 실업률(%): (2020.2.) 3.3 → (2020.5.) 4.5

- 즉,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미국은 실업급여에 강하게 의존하여 실업률이
단기에 급증하는 반면, 많은 유럽국가의 경우 초기에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를 주로 활용하여 실업증가가 크지 않은 경향

※ 2020년 4월 기준, 기업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은 뉴질랜드(약 70%), 프랑스(약 50%), 스위스･
이탈리아(40% 이상), 오스트리아·벨기에(약 30%) 등

- 또한, OECD 국가 대부분 고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이
가장 작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룩셈부르크, 한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국가별 전망의 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GDP 충격, 기타 제도적인 요인 등에 기인

※ 고용률(%): (2019.4분기) 67.1 → (2020.1분기) 66.7 → (2020.4월) 65.2 → (5월) 65.4
❍ 「2020 OECD 고용전망」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크게 3가지로 분류
- (① Covid-19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및 예측하지 못한 돌봄수요에 대응) 각국은
노동자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텔레워킹을 확대하고, 격리조치된
근로자 및 질병근로자 등에 대한 유급질병휴가 및 관련 사업주 지원 확대, 휴교
중 자녀돌봄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시행
- (② 많은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 강화 및 기업지원 등 지원 확대) 조업단축(STW:
Short Time Working)제도 등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한 주요 정책으로 각국은 기존 제도의 적용확대, 요건완화 등을
추진
- (③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을 확대) 전형적 근로자에
비해 고용유지제도 등의 적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에 대한 현금성
소득보조, 격리기간 중 구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연장
등의 조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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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식량가격지수(2012년~2020년 6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7.)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월
2월
3월
2020
4월
5월
6월

식량가격지수
122.8
120.1
115.0
93.1
91.9
97.7
98.1
96.2
95.1
97.4
98.0
100.2
99.3
99.9
98.9
98.9
96.4
98.0
96.7
97.8
99.0
98.5
98.6
96.9
95.0
95.9
94.2
93.3
92.2
92.2
95.9
93.2
94.0
93.1
93.6
94.2
95.3
95.1

육류
105.0
106.2
112.2
96.7
91.0
91.9
93.9
95.7
97.6
99.5
100.7
101.2
100.3
99.2
98.4
98.4
96.1
97.7
95.6
97.0
97.2
95.9
95.3
95.1
94.6
95.8
94.1
92.3
92.9
92.9
94.9
92.3
93.1
94.6
97.8
100.5
101.2
102.4

유제품
111.7
140.9
130.2
87.1
82.6
98.6
99.2
100.6
100.0
104.8
109.7
113.9
116.9
118.4
115.4
111.4
107.3
108.0
106.0
108.8
111.3
110.0
111.4
112.3
110.1
108.5
108.3
102.8
100.0
97.8
107.3
100.9
103.8
105.6
106.1
106.6
102.9
101.1

곡물
137.4
129.1
115.8
95.9
88.3
88.7
90.0
87.9
86.9
88.3
92.4
96.9
92.3
92.1
91.8
92.2
92.4
91.0
95.0
98.2
101.6
103.7
105.2
100.6
98.2
103.2
100.2
100.7
99.5
100.9
100.6
101.5
100.6
97.4
94.5
94.1
98.7
97.3

유지류
138.3
119.5
110.6
90.0
99.4
112.2
108.0
101.6
97.6
102.0
97.5
96.7
99.2
103.8
102.7
103.8
98.0
101.9
98.3
95.6
95.4
94.0
92.2
89.4
86.9
84.5
82.4
81.4
76.6
76.9
87.8
80.3
81.8
78.5
79.2
78.6
77.5
78.1

설탕
133.3
109.5
105.2
83.2
111.6
125.8
125.6
111.9
101.7
99.4
86.0
90.5
88.9
89.0
88.7
92.7
89.0
99.1
87.2
83.9
80.9
76.8
76.4
77.4
72.5
68.6
70.4
76.5
79.9
78.3
77.4
79.3
80.3
78.7
79.3
76.7
79.9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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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