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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및 해상풍력 발전방안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5개 시범 운영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 추진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 추진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아젠다발굴
•
•
•
•
•

이슈 브리프 ❙ 기본소득제 정의 및 주요 쟁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쇠고기 수출량 감소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
언론 동향 ❙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통계·조사
•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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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2020.7.22.)

개요
❍ [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2020.7.22.] 정부는 2020년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2020년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정책
목표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코로나19 피해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
상생·공정 강화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서민·중소기업 지원

• 조세제도 합리화

• 소비활력 제고

• 일자리 지원

• 납세자 권익보호

• 성장동력 강화

• 과세형평 제고

• 납세 편의 제고

기본
방향

추진
전략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주요 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성장동력 강화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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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서민·중소기업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지원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형평 제고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세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관세평가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 2020년 말 적용기한 도래 5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
❙20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종
료
(10)

제도 개요

사유

• 사업전환 중소기업(공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미미

•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허용 특례

실효성 미미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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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
설
계
(5)

연
장
(39)

제도 개요
사유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 초연결 네트워크시설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 상시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형평 제고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투자유인 강화 등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형평 제고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형평 제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혁신성장 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혁신성장 지원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혁신성장 지원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1년 연장)
일자리 질 향상 지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근로소득증대세제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 지원
도시인구·자금의 농어촌 유입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촉진 지원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내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어업인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의
과세특례
세부담 경감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특례(1년 연장)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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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산업 지원, 과표 양성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 전략 지원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지원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배출권시장 활성화 지원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서민 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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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도 개요
•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사유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영농·영어비용 경감
영농·영어비용 경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
육아비용 경감
친환경차 보급 확산
친환경차 보급 확산
농민 등 연료비 경감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도서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주거비용 경감 지원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

※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

❍ [소득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 [부가가치세]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
(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
❍ [법인세]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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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
-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 제공
❍ [향후 계획]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20.7.23.~8.12.) 이후 차관회의(2020.8.20.)·
국무회의(2020.8.25.)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
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
❙2020년 농업분야 국세감면 세법 개정안❙
대상 연번
1
2
3
농
업
인

농
업
법
인

근거 조항
(조특법)

주요 내용

정부안

연장 사유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2년 연장 • 축산업 농가 지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71
2년 연장 •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증여세 면제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69의2

•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양도 시 2년 연장* - 요건변경
4 §99의4
1세대 1주택 특례
* 요건변경 ① 660㎡(200평) 이하 요건 삭제
② 투기지역 제외 → 조정대상지역 제외
국산 농·축산·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5 §105①5,6
2년 연장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
6 §106②9
2년 연장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
7
§7
2년 연장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2년 연장
8 §13①,④
•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배당소득 비과세

9

§72

10

§88의5

11

§89의3

농협

•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
형평 제고
2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 일부 축소 - (대상)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
※ 단,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 적용배제
조합원 1천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2년 연장 •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비과세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2년 연장 •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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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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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및 해상풍력 발전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18.)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체결, 2020.7.18.]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
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2020년 7월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
협약서 서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해풍 사장,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

※

- (주요 내용)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 △20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정
<주요 협약 내용>
❶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 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❷ 연안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
할 계획이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
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 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
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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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2020.7.18.] 2020년 7월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해상풍력 발전방안❙
목표·비전

◈ 2030년 12GW 준공을 통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
◈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 조성
3대 추진방안

정부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 (입지) 정부 주도 적합부지 발굴
※ 입지정보도 →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 기초타당성 조사
-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형태로 대규모 단지개발

• (인허가) 해양공간계획과 정합성 제고,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검토
• (지원)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확대
- 해상풍력 특성에 맞게 발주법 개정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 주민참여/지자체 주도 모델로 주민·지역과 이익공유
-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실증사업 추진

• (절차) 발전사업허가 전(前)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환경) 전(全) 주기(시공 → 모니터링 → 원상복구)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착공 및 선제적인 계통연계
•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 대용량·부유식 시스템 적기 개발
- 지원부두, 실증·인력양성·제조단지 등 인프라 구축

• 프로젝트 경제성 향상 지원 강화
- REC 가중치 개편 및 예비통보 서비스 실시
-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 신설

◈ 12GW 준공을 통한 연간 8.7만 개 수준 일자리 창출
◈ 발전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주민과의 상생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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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자료 : 환경부(2020.7.23.)

❍ [환경부,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2020.7.23.] 지난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를 2020년 7월 23일 강원·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
권역
충청·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일자
2020.7.23.(목)
2020.7.28.(화)
2020.7.30.(목)
2020.8.4.(화)

장소
대전 인터시티호텔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
수원컨벤션센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대상 지자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주요 내용) △환경부…‘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 및 세부사업,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설명,
△이어서 권역별 지자체 그린뉴딜 추진계획 공유, 그린뉴딜 지자체※ 확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

※ 지자체는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2020.7.7.)’ 및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2020.7.14.)’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할 예정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5개 시범 운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0.7.22.)

❍ [중소벤처기업부,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5개 시범 운영, 2020.7.22.]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 구축사업’을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본격 확대

※ 스마트슈퍼는 주간은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

- (주요 내용)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입지분석 기능을 활용해 야간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 잠재력이 높은 점포를 우선 선정, △시범점포로 선정된 동네슈퍼에는
스마트 게이트(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무인점포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유통전문가를 통한 점포 경영기법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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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동네슈퍼는 가족 노동※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며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어, 스마트 무인점포 도입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으로 소상공인 복지를 향상하고 심야 추가 매출 창출로 수익성 향상이 가능

※ 동네슈퍼 평균 종사자 수: 1.29명(가족 1.26명 + 외부 0.03명)
※※ 동네슈퍼 평균 운영시간: 16시간 25분(개점 07:23～폐점 23:48)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추진계획>
◈ (운영기간) 2020.7~12월
◈ (사업규모) 5개 내외 무인점포
◈ (점포모델) 주간은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CCTV 등 도입으로 심야 무인판매가 가능한 점포
- 벤처·스타트업 기술적용 모델과 편의점 협업모델을 함께 운영
◈ (정부지원)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보조(80%), 유통전문가 점포경영 컨설팅 지원, 공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중점 추진과제) △점포모델 개발…벤처·스타트업 혁신기술 발굴, 편의점 벤치마킹 등을 통해 동네슈퍼에
적합한 스마트점포 모델 개발, △점포경영 혁신…데이터 기반 점포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유통전문가를
활용한 주기적 컨설팅 제공
◈ (추진 일정)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점포 모집: 2020.7.23.~, 스마트슈퍼(무인점포) 1호점 개점: 2020.9월 중

❻

❺
❽

❹
❸

➊ 출입통제
➋ 신원인증

➐

❷

➌ 셀프계산대
➍ 무인결제(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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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CCTV
➏ CCTV 모니터링

➐ 무인자판기
➑ 스마트매대

❶

⎗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자료 : 산림청(2020.7.22.)

개요
❍ [산림청,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20~2030)’ 발표, 2020.7.22.]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발표
- (주요 내용)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
으로 추진

주요 내용
1.

디지털ᆞ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
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
국 공 사유림의 산림자원 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 ･･

･

-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

-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
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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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
-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교통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
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

※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
(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021년)
- 바이오산업 원료 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 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
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3.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 「산림자원법」 전부 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
-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자원법」 전부 개정을 추진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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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
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
(WFC)※※ 개최(20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 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고용
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 8천 명으로 추산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23.)

❍ [농식품부,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4개 지자체 선정, 2020.7.23.] 농촌
융복합산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2020년 사업대상지로 강원 양구, 충북 증평, 전남
순천, 경북 성주 등 4개 시·군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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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지구명

연번

지역

지구명

1

강원 양구 양구 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3

전남 순천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충북 증평 증평 인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4

경북 성주 성주 참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사업내용) 선정 후 4년간 사업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투입
하여 해당 지역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등 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재정지원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 거점 육성 →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기준) 지구당 30억 원(국비 15)씩 4개년 지원※(국비 2억 원:4:6:3)
※ 2018까지 착수지구는 3개년 지원(1년 차:2년 차:3년 차 국비배정 = 4.5억 원:4.5:6.0)
◈ (지원내용)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 등 지구 내 기존자원(농촌산업 인프라)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공동사업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 (선정현황) 2014~2019년까지 24개소 선정, 2020년 4개소 선정 예정
연도

계

강원

충북

충남

영동
(포도와인)

2014년 3개소

2015년 6개소

횡성
(한우)

2016년 4개소

강릉·평창
(고랭지배추)

2019년 4개소

영월
(장류)

전남

경북

순창
(장류)

서귀포
(감귤)
함양
(산양삼)

고창
(복분자)

고흥
(유자)

임실
(치즈)

곡성
(멜론)

청양
완주
(구기자) (로컬푸드)

제주

하동
(녹차)

공주
장수
(알밤) (레드푸드)

음성
(들깨)

경남

문경
영광 (오미자)
(찰보리) 의성
(마늘)

서천
(소곡주)

2017년 3개소
2018년 4개소

전북

안동
(마)

영천
(포도)

거창
(포도)

◈ (예산※) (2014) 30억 원 → (2015) 27 → (2016) 45 → (2017) 68 → (2018) 55 → (2019)
44 → (2020) 48
※ 2014년 시범사업 3개소는 단년도 국비 10억 원 지원, 2015년부터 지구당 3개년 15억 원 지원,
2019년 신규부터 지구당 4개년 국비 1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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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24.)

❍ [농식품부, 3개 카드사와 농촌관광 할인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0.7.24.]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7월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여름휴가철 신속한 지원, 농촌관광 홍보 협력 등을 위해 3개
카드사(NH농협, 신한, 현대카드)와 2020년 7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금액 30%를 할인 지원(최대 3만 원)해주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
으며 총 지원 규모는 18억 원

※

※※ 주요 협약 내용: 카드할인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수행 상황 점검, 할인
지원 관련 대국민 홍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주요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관광산업 피해 극복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할인지원
- (주요 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관광지※에서 숙박·체험 등 이용 시 30%
할인지원(18억 원/최대 3만 원, 6만 명), △이외에도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과 합동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는 ‘농촌관광 웰촌’에서 확인 가능

※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 추진
자료 : 농촌진흥청(2020.7.21.)

❍ [농촌진흥청,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캡페인 추진, 2020.7.21.]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리마인드(Re Mind) 농산물 데이※(day)’ 캠페인을 추진
삼겹살데이(3월 3일), 오이데이 오리데이(5월 2일), 복숭아데이(7월 26일), 포도데이(8월 8일),
쌀데이(8월 18일), 구구(닭고기)데이(9월 9일), 배데이(10월 22일) 등

※

･

- (주요 내용)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 △1차※…‘복숭아 데이(올해는 7월 26일)’를 맞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20년 7월 22일 전주시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1곳에 복숭아 200세트(세트당 1.2kg)를 전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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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주요 농산물 데이를 정리한 포스터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농산물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

- (향후 계획) 2020년 연말까지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8월
8일 ‘포도데이’(2차)와 10월 22일 ‘배데이’(3차)에는 포도와 배 주산지인
경북과 울산광역시에서 나눔 행사를 실시할 계획
◈ 식품 동향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7.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 2020.7.22.]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
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
- (주요 내용)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 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출입 국가 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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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설명회 개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2020년 7월 22일
개최하여,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
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으며, 시범사업 참여업체에는 미국·
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할 예정

※ 브랜드 K 사업: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동브랜드 지원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7.22.)

❍ [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2020.7.2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하며, 유형별 ① 식자재형,
② 농축(착즙)형, ③ 분말형, ④ 추출형, ⑤ 첨가물소재형 등으로 분류

- (주요 목적)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수급
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 (주요 내용) △신청기간…2020.7.16.~8.12.(4주간),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등, △지원대상…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규모※※…총 사업비 9,800백만 원
(국고기준 2,940백만 원, 14개소 내외), 개소당 기준 사업비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접수기관…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 부서

※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최대 사업비 1,500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국고기준 4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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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농업기술원, 유용미생물 1만 3천 톤 공급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2020.7.21.)
- 2020년 상반기 도내 농가 1만여 곳에 농축산용 친환경 유용미생물※ 6천 톤을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7천 톤의 유용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해 연내 목표인 1만 3천 톤 공급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

경기도

※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 2019년 유용미생물 공급량 전국 1위(4만 1,000톤 중 1만 3,000톤 공급
(31.7%))
-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안전한 생산관리가 중요※
※ 안전한 미생물 생산을 위해 교육·안전사용 홍보·품질관리 강화, 노후화 장비 교체, 생산운영비 지원,
관계법령 준수사항 점검 등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2020.7.20.)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2020년 8월 5일까지 공모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

충북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 식자재형, ⅱ) 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 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기
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지원내용) 사업자로 선정되면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
유통 관련 시설, 장비구축 비용을 지원,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700백만 원(국고 기준 210백만 원) 규모로 사업신청이 가능
• 지역관광 상품 온라인 판매 378.5% 증가(2020.7.20.)

충남

- 여행상품 홍보 및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2019년 사업 참여 시·군을 늘려 총 6개 시·군을 지원하고,
여행크리에이터 및 여행사 등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한 결과, 홍보관 조회 수 274만 건(전년 대비
103.9%), 상품 판매 수 1만 9,251건(378%)으로 도의 2019년 농촌체험형 관광 상품 온라인 마케팅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378.5% 증가※
※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여행상품(패키지) 1만 5,455건이며, 숙박시설 3,796건, 농특산품 343건 순
-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대상 시·군을 확대해 총 8개
시·군의 온라인 마켓 홍보관 운영을 지원할 계획
• 전북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2020.7.22.)

전북

-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에 개인 최대 3천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거쳐 2020년 10월 이후 피해농가에 즉시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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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전남도,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천 대상 선정(2020.7.21.)
- 최근 도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 농식품부 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2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했으며,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2020년 8월 3일까지 농식품부에 공식 추천할 계획

전남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생산자단체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8월 중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9월까지 전국에서 18개소를 선정할 계획
※※ 순천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모링가)을 비롯 나주 자연과농부들(신선채소), 광양 봉강친환경영농조합(매실),
보성 북부농협(벼), 화순 화순농협(벼), 장흥 장흥축산(벼), 해남 땅끝들녘영농조합(잡곡), 영암 세나
영농조합(고구마), 영암 아모영농조합(고구마), 영광 새뜸원(새싹보리), 완도 아들래(모링가), 진도 진도
벤처팜(잡곡) 등
• 경북도, 공공부문 산림 일자리 확대로 고용안전망 강화(2020.7.20.)

경북

-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산림보호지원단 등 공공부문 산림일자리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해 하루 평균 3백여 명(연인원 3만 명,
5개월)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
• 경남도,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 융자 지원(2020.7.20.)

경남

- ▲2020년 상반기 168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을 융자 지원, ▲2020년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운영자금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학교4-H회 통해 미래 인재 육성(2020.7.23.)

제주

- 2020년 상반기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4-H회 농심함양을 위한 꽃모종 4종 9,240그루 지원
및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교육, 도농 교류체험,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을 진행

- 2020년 하반기에는 농심함양을 위한 우영팟 가꾸기 실습교육,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 등을
실시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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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기본소득제 정의 및 주요 쟁점 등
이슈 브리프

기본소득제 정의 및 주요 쟁점

※ GS&J 인스티튜트에서 발간한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시선집중 GS&J
제280호, 2020.7.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 정의>
❍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 각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핵심 3요소임.
-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사람이나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통적 복지방식과 다르며,
- (무조건성) 근로, 소득,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의미로, 구직활동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만 지급하는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와 상이
- (개별성) 가구가 아니라 개인, 즉 특정한 경제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각각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가구 단위 지급 위주의 기존 저소득층
복지급여와 차별화
❍ 기본소득제는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등 세 가지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소득제의 유사 제도로는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제, 기초자산제 등이 있음.
<기본소득제 세 가지 충족 조건>
❶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월 1회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기당 1회나
연간 1회 지급할 수도 있다.
❷ (현금성)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 화폐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❸ (충분성) 기본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액수라야 한다는 의미인데, 극히 미미한 액수라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부터 1인당 GDP의 25%가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기본소득 시도 사례>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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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시도가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도입한 곳은
아직 없음.
❍ [핀란드] 2017~2018년 2년간 실업부조 수령자 중 2,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월 560유로, 78만원 상당)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정책실험을
시행함.
- 기존 실업부조 수령자 집단은 구직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으며 취업
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반면, 기본소득 수령자 집단은 아무 조건 없이 급여를 받고
취업해도 전액을 받음.
-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만족도와 노동 동기를
높였지만, 실제 취업일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함.
❍ [미국 알래스카주] 1976년 이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설치하고 원유 채굴로부터
나오는 수입 일부를 기금화해 매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조건 없는 소득
으로 지급함.
- 그 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 고령자와 원주민의 빈곤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2016년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국민청원을
통해 실시했고, 23%의 찬성률에 그쳐 부결됨.
- 개헌안 내용에는 기본소득의 구체적 도입 방안이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
으며, 기본소득운동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불모지이던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계기로 기본소득 지지 여론 조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함.
❚ 한국
❍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다양한 제도가 시도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요소 가운데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을 충족시키는 한시적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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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아동수당은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갖춘 부분 기본소득
- 경기도는 만 24세 주민에게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과 나이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갖춘 부분 기본소득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
❍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
- 1)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임금 일부를 대체할 안정적 소득원
- 2)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
- 3) 모두가 권리를 갖는 자연물 및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
- 4) 복지를 늘리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이 개인
에게 직접 지급
- 5) 수출주도 경제체제에서 내수시장에 돈이 돌고 수요가 발생하게 만드는 촉진자
- 6)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
<기본소득제 도입 주요 쟁점>
❍ 기본소득제에 대한 주요 반론은 크게 일자리 전망에 대한 관점, 재정에 대한 관점,
복지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한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에 근거함.
- (일자리 전망)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더라도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고급
엔지니어 등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산업사회의 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면 됨.
- (재정 지속성) 기본소득제 실시에는 막대한 재정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게 될 것이며,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음.
- (복지 효과성) 같은 예산을 쓴다면, 저소득층에 대해 선별급여를 지급하거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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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이고, 빚을 늘리지
않고 조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선별급여보다
기본소득이 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일자리 전망) 자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록 일자리의 양이 유지되더라도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며,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 등으로 고용형태 자체가 바뀔 것이므로
기본소득처럼 고용상태에 상관없이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
- (재정 지속성) 현재 국채발행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없고,
소득세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존 현금 수당 통합, 재정지출 효율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기본소득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므로 빚은 늘어나지 않음.
- (복지 효과성) 선별급여 체제 아래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아 보편급여가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은 입증되었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으로 공존할 수 있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 기본소득제는 처음부터 전 국민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작은 투입으로 시작해 차차 키워나가는 로드맵이 현실적
- 연간 예산 20조 원 규모까지는 증세 없이 시행하고, 이후 소득세 비과세 감면폐지
등을 통해 60조 원 규모로 늘린 뒤, 이후 국토보유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제도를 정비하면서 액수로 충분히 확대
❍ 기본소득제 도입 경로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요소를 충실히 지키면서 시작하자는
의견과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도 일단 도입한 뒤 고쳐 나가자는 의견
❍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기존 과세기반 확충,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
국채발행 및 통화증발
❍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 데이터세, 생태세 등으로 거둬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
❍ 국채발행 및 통화증발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인 제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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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는 이미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제도이며, 방법과 효과를 미리 연구하면서
도입을 준비할 필요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실험을 하고 공론의
장을 운영하여 기본소득의 효과를 점검하고 도입을 준비
- 국회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로드맵 등을 규정한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소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금 수당을 통합하고,
이를 향후 기본소득 도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정책실험 형태로 전환해 실시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쇠고기 수출량 감소
※ 미국 USDA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2020.7.16.) 내용을 바탕
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출량 감소
❍ [수출 감소] 2020년 5월 미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1억 8,849만
파운드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수준임.
- 멕시코는 2004년 2월 이후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일본과 한국 순
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량이 급감했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들도
일제히 감소 추세로 전환했음.
❙주요 수입국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 변화(단위: 백만 파운드)❙
국가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2019년 5월 2020년 5월
77.23
57.23
37.60
8.26
63.19
49.36
25.75
21.21

변화분
-20.00
-29.34
-13.83
-4.54

출처: USDA.

국가
홍콩
대만
베트남
기타국가
총 수출량

2019년 5월 2020년 5월
17.85
21.60
18.21
12.41
2.14
1.39
30.37
17.04
272.33
188.49

변화분
3.75
-5.80
-0.75
-13.33
-83.85

❍ [감소 요인] 미국의 쇠고기 수출물량 감소와 국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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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자국 내 경기 악화와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함.
❍ [전망] 2분기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5,000만 파운드 감소한 6억 2,500만 파운드, 3분기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출물량 확보로 전년
대비 2% 낮은 7억 7,000만 파운드가 될 전망임.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848/ldp-m-313.pdf?v=1404.7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임.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남.
❍ [전체수출]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함.
❙연도별 EU 농식품 수출액(단위: 백만 유로)❙
2020년

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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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수출 증가)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
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함.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함.
- (국가별 수출 감소)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함.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함.
❍ [수입]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남.
❙연도별 EU 농식품 수입액(단위: 백만 유로)❙

2020년
2019년
2018년

- (국가별 수입 증가)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임.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함.
- (국가별 수입 감소)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이외에 우크
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함.
❍ [무역흑자]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9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품목별 교역) 밀, 돼지고기, 곡물류 수출이 전년 대비 5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주류와 원피 수출이 감소함. 열대과일류와 식물성 기름류 수입은 증가한
반면, 곡물류, 깻묵, 생담배, 밀, 주류 수입은 감소함.
■ 자료 출처:
https://ec.europa.eu/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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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来店回数
減も購入単価増」(2020.7.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
❍ 2020년 7월 16일 디앤드엠※과 크로스로케이션※※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

※
※※ X-Locations Inc,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플랫폼 제공 기업
※※※ 조사는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아이치현의 종합 슈퍼
마켓 277점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유효 샘플 수는 2,191건임.

❍ [슈퍼마켓 이용 횟수 및 시간대 변화] 코로나19 확산 후 일주일에 슈퍼마켓 이용
횟수는 3일에서 2일로 감소하였음. 또한, 평일 낮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늘었음.
❍ [지출 금액·상품 수]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슈퍼마켓에서 지출 금액대가 2,000~3,000엔
에서 3,000~5,000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매 상품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함.
❍ [소비자 방문 증감 요소] 소비자 방문이 증가한 지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 가능, 다양한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이
감소한 지점의 소비자 감소 요인으로는 매장 혼잡, 낮은 접근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 구매 변화] 코로나19 확대 전후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과자·디저트, 드러그 스토어※(drugstore)에서는 유제품 및
물·음료,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음료, 택배·배달 서비스(생협 등)는 신선식품
구매가 증가하였음.
의약품과 함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

※

❍ [소비자 구매처 변화] 코로나19 확대 이후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편의점, 잡화할인점 등의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자료 출처:
https://www.jacom.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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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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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2020.7.16.)한 ‘북한 코로나19 인도적 대응 개정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은 도정된 곡물 37만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하면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 1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한 식량난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
- 기본적으로 농업생산량이 부족한 데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간 물류 이동이 제한된 점 등이 원인
❍ 특히,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엄격한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 역시 제한했으며,
북한 당국은 4월 초부터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 간 닫아뒀던 국경 문을 일부
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평가
- 아울러 지난봄 영농기 농민들에게 비료, 씨앗, 관개용 펌프 등이 제대로 공급됐는지
알 수 없으며 5월 모내기 작업이 끝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
❍ 북한에서 조기 수확 작물의 비중이 연간 8%에 그치는 만큼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거둬들이는 가을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
❍ FAO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 내 식량 부족 사태는 분명히 가중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0년 FAO가 목표로 하는 대북지원
대상은 67만 6천 명이며 총 1천 345만 달러(약 162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 앞서 FAO는 지난 2020년 7월 2일 발간한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
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44개 나라를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
-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아르고텍 SPA’의 대북지원 제재 면제 기간을 2020년 1월
까지로 연장해 각종 농기구 지원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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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AO는 2020년 7월 21일 공개한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북한 산림면적은 603만ha로 지난 2010년 624만 2천ha보다 약 21만ha가 감소
했다고 분석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줄곧 감소 추세
자료: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명 식량 부족””(SBS, 2020.7.18.),
“FAO “北 1,010만 명 식량부족...‘코로나19’로 악화할 듯””(YTN,
2020.7.18.), “FAO “北, 코로나로 식량난 가중…인도적 지원 필요” ”(news1,
2020.7.18.),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명 식량 부족””(연합뉴스,
2020.7.18.),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명 식량 부족 상태”…전 인구의
40% 수준”(중앙일보, 2020.7.18.), “FAO “올해 북한 산림면적, 10년 전보다
21만ha 줄어””(연합뉴스,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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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0.7.20.)

개요
❍ [통계청,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0.7.20.]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및 시기) 보리 556개, 마늘 535개, 양파 374개 / 보리: 수확 직후(6월 중순 ～7월
상순), 마늘 양파: 수확기(5월 상순～6월 하순)

※

･

조사 결과
❍ [2020년 보리 생산량] 14만 3,669톤※, 전년 대비 5만 6,334톤(28.2%) 감소
(2016) 107,812톤 (2017) 109,727 (2018) 151,401 (2019) 200,003 (2020) 143,669

※

→

→

→

→

- (원인) 재배면적은 20.0% 감소하고, 기상여건 불량으로 10a당 생산량이 10.2% 줄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2% 감소
- (시도별) 전남(6만 3,391톤, 전체 생산량의 44.1% 차지) ＞ 전북(4만 8,411톤,
33.7%) ＞ 경남(1만 4,807톤, 10.3%) 순
❍ [2020년 보리 재배면적] 3만 4,978ha, 전년(4만 3,720ha) 대비 20.0% 감소
- (원인) 보리 재고 증가, 농협 계약가격 하락, 파종기(2019년 10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 [2020년 보리 10a당 생산량] 411kg, 전년(457kg) 대비 10.2% 감소
- (원인) 성장기(3월~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가 있었으며, 이삭이 나오는 시기
(출수기, 4월 중순~5월 상순) 잦은 비로 수해 및 습해 피해가 발생, 이삭 여무는 시기
(등숙기, 5월 중순~6월 중순)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10a당 생산량은 감소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보리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2019년
43,720
9,985
23,100
10,634

※ 생산량은 조곡 기준

재배면적(ha)
2020년 증감률
34,978 -20.0
7,310 -26.8
19,498 -15.6
8,170 -23.2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457
411 -10.2 200,003 143,669 -28.2
502
437 -12.8 50,082 31,960 -36.2
453
420
-7.4 104,750 81,897 -21.8
425
365 -14.1 45,172 29,812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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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2020년 마늘 생산량] 36만 3,432톤※, 전년(38만 7,671톤) 대비 6.3% 감소
(2016) 275,549톤 (2017) 303,578 (2018) 331,741 (2019) 387,671 (2020) 363,432

※

→

→

→

→

- (원인)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2.3% 늘었으나, 재배면적이 8.4%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6.3% 감소
- (시도별) 경남(9만 7,511톤, 전체 생산량의 26.8% 차지) ＞ 경북(8만 3,020톤,
22.8%) ＞ 전남(7만 437톤, 19.4%) 순
❍ [2020년 마늘 재배면적] 2만 5,372ha, 전년(2만 7,689ha) 대비 8.4% 감소
- (원인) 최근 마늘가격 하락※ 영향에 따른 감소
마늘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6,011원
6,087 (2018) 5,551 (2019) 4,255(-23.3%)

※

→

→

→ (2017)

❍ [2020년 마늘 10a당 생산량] 1,432kg, 전년(1,400kg) 대비 2.3% 증가
- (원인) 전년 대비 월동기 따뜻한 기온으로 피해 발생이 적었으며, 알이 굵어지는
시기(4월~5월)에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량 풍부 등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양호
하여 10a당 생산량이 증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마늘
한지형
난지형

재배면적(ha)
2019년 2020년 증감률
27,689 25,372
-8.4
5,084 5,199
2.3
22,605 20,173 -10.8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1,400
1,432
2.3 387,671 363,432
-6.3
867
994
14.7 44,055 51,698
17.3
1,520
1,545
1.7 343,615 311,73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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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2020년 양파 생산량] 116만 8,227톤※, 전년(159만 4,450톤) 대비 26.7% 감소

※ (2016) 1,298,749톤 → (2017) 1,144,493 → (2018) 1,520,969 → (2019) 1,594,450→ (2020) 1,168,227

- (원인)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8.7% 늘었으나, 재배면적이 32.6% 감소
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7% 감소
- (시도별) 전남(45만 2,737톤, 전체 생산량의 38.8% 차지) ＞ 경남(24만 8,082톤, 21.2%)
＞ 경북(19만 1,509톤, 16.4%) 순
❍ [2020년 양파 재배면적] 1만 4,673ha, 전년(2만 1,777ha) 대비 32.6% 감소
- (원인) 2019년 양파가격 하락※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 양파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1,101원 → (2017)
1,234 → (2018) 823 → (2019) 606(-26.4%)

❍ [2020년 양파 10a당 생산량] 7,962kg, 전년(7,322kg) 대비 8.7% 증가
- (원인) 월동기(1월~2월) 적정기온으로 생육이 좋았으며, 3㎡당 포기 수는 감소했으나
개당 생중량은 증가, 알이 굵어지는 시기(4월~5월)에 적절한 강수량과 풍부한
일조량 등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이 원활하여 10a당 생산량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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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양파
조생종
중만생종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21,777 14,673 -32.6 7,322 7,962
8.7 1,594,450 1,168,227
2,855 1,985 -30.5 7,590 7,894
4.0
216,658
156,688
18,923 12,688 -32.9 7,281 7,972
9.5 1,377,792 1,011,538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연도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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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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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
자료 : 국토교통부(2020.7.20.)

개요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 발표, 2020.7.20.]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
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
-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

※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 도시지역 인구비율(%): (1970) 50.1 → (1980) 68.7 → (1990) 81.9 → (2000) 88.3 → (2019) 91.8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용도지역 지정 현황] 도시지역 17,763㎢(16.7%), 관리지역 27,260㎢(25.7%), 농림지역
4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11.2%)로 전체면적은 106,210㎢

- (도시지역)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
(6.9%), 녹지지역 1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
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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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
- (도시지역)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

※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인하여 미지정
지역(61.6㎢) 감소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8.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으로 파악

※ 관리지역은 전북 김제(4.6㎢), 강원 홍천(4.0㎢), 원주(3.6㎢) 등 증가
※※ 농림지역은 경북 포항(⧍7.4㎢), 전북 김제(⧍4.6㎢), 충남 천안(⧍4.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구(⧍39.0㎢), 충남 당진(⧍0.7㎢) 등 감소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1.80%가 도시
지역에 거주
❙도시지역 인구비율❙

※ 도시지역 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 36 -

⎗ 통계·조사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 전년(30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26.2%), ‘토지
분할’ 2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
◈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
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유형: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

- (시·도별) 경기도가 6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212.4㎢), 경북
25,847건(317.8㎢) 순
- (시·군·구별)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37.9㎢), 남양주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아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총 7,029.8㎢으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
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
(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

-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
시설(54.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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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
◈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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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