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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도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KOTRA

2020.01.02

 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1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 공고

국토교통부 2020.01.17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2020.01.15

 한중 공동연구단,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마중물 수행

환경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저탄소 이행 협상 실패
- 한편 스페인 주요 기업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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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개요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의장국: 칠레)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전시장(IFEMA)에서 2019년 12일 2일 개막해 종료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넘겨 15일에
폐막함
＊ 총회에서는 196개 국가에서 약 2만 5000명의 대표단들과 기업, 연구 기관 및 시민 단
체가 참석함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 규칙 완성을 주요 목표로 함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
＊ 총회의 주요 목표인 국제 탄소 시장 이행 규칙 완성에 있어 196개국 간의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내년에 재논의 하기로 함
ㆍ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확대 부문에 있
어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84개국만이 2020년까지 대폭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함. 중국과 인도, 러시아, 미국 등 112개국은 정확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ㆍ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 간 이전을 가능케하는 시장 메커니즘 규칙 체결에 있어서
도 개도국과 선진국, 잠정 탄소 감축분 판매국과 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
탄소시장 국가 간 이전 시장 메커니즘 규칙 체결도 결국 합의되지 못함
ㆍ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 체제
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 재원 지원 계획 이행에 대
한 불만을 제기하며, 향후 2년간 이들 선진국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함
＊ 유엔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및 전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국제 탄소 시장 이행 규칙 완성을 위해 2020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재논의 할
것을 결정
- 한국 대표단 연설 및 주요 성과
＊ 한편 한국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2030년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갱신을 선언하며, 2050년
까지 저탄소 전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힘
＊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4명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구의 각종 위
원회에 진출해 의장직을 맡게 되는 성과를 거둠
❍ 제주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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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의 주요 목표인 탄소시장 지침 타결 및 파리 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 완성에 대한 국
가 간 합의는 실패했으나 스페인 주요 기업들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
으로 진행되는 추세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스페인 기업들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에 대해 예의주시해 공동 프로젝트 진행 모색 또는 ESS나 태양광 판넬 등 전력 기자재
제품 공급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1/02)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12월 3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12.31(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힘

-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
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계획을 시작으로 지난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
의 밑그림이 되어 왔음

- 1차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전으로 항
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글
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음

-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
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
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
형 계획으로 수립되었음

-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
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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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두국가”를 비젼으로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등 5대 목표, 30개 과제 도출

목표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
다임 구축
(9–Beyond 전략*)
1. * 9가지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추진과제(30개)
1.1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Independent to Together)
1.2 새로운 항공가치 창출을 위한 Hybrid 항공네트워크 강화
(Simple to Hybrid) *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
1.3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공안전
(Good to Great)
1.4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선도 (Transportation to
Growth)
1.5 세계 속으로 에어실크로드 구축
(Connection to Relation)
1.6 운송·물류분야 드론산업 육성 및 일상 속 드론안전 강화
(Global to City)
1.7 한국형 공항 모델 패키지 수출
(Separation to Package)
1.8 초단축 글로벌 생활권 항공교통 미래 준비
(Fast to Hypersonic)
1.9 한반도 항공산업 협력기반 마련
(Conflict to Peace)
2.1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Segmented to Seamless)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
절항공서비스 구현
(Benefit Everyone 전략*)
2. * 국민 모두에게 항공 교
통 혜택 제공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
계 조성
(Robust Industry-Ecosystem 전략*)
3. * 다양한 연관사업과 함께
탄탄한 항공생태계 구축

2.2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Service to Hospitality)
2.3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Obstructive to
Barrier-free)
2.4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Efficiency to Humanity)
2.5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
(Industry Plus Culture)
3.1 전후방 종합산업 기반조성
(Loose to Linked)
3.2 항공화물 시장 개척을 통한 항공물류산업 도약 (Induced to Headed)
3.3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금융 활성화 추진 (Instability to Soundness)
3.4 소형항공, 레저산업 등 항공운송산업 다양성 확대 (Concentrated to Variety)
3.5 항공기 제작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Consumer to Developer)
3.6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
(Gap to Chain)
3.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이슈 적극대응
(Reactive to P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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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공항을 지역경제· 기업 성장
의 플랫폼으로 구축
(5-3-5 전략*)

추진과제(30개)
4.1 글로컬 시대 대비 공항의 앵커 전략 추진
(Multi-Airport to One system)
4.2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Regional to Glocal)
4.3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공역 체계 선제적 구축 (Traditional to High-tech)

4. * 연결성 50%↑, 부가가치 유
발효과 30%↑, 총 여행시간
중 공항 접근시간 비율 50% ↓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
공 안전과 보안 실현
(PeCOM 전략*)
5. * 빈틈없는빼꼼한안전시스템 구축

4.4 접근성 개선으로 공항을 커뮤니티 SOC로 확장 (Endurance to Convenience)
4.5 기술발전을 위한 공항 테크노폴 추진
(Tech-user to Tech-platform)
5.1 자율과 견제의 균형 있는 항공안전문화 조성
(Self to Collaboration)
5.2 선제적 항공안전 역량 강화
(Organization to Intellectuals)
5.3 빈틈없는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
(Effective to Complete)
5.4 미래형 첨단보안 장비 성능인증 체계 구축
(Basic to Competitiveness)

❍ 제주의 대응방향
- 우리나라 항공정책과 관련하여 제3차공항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제2공항 조성
시 제시한 과제들을 참조하여 이용자들은 편리하고 제주에 어울리는 공항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19/12/31) /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 공고

❍ 주요 내용
-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는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내용을 공고함

-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
조 등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2020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타운-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
분되며, 유형별로 지원규모와 사업추진 체계에 차이가 있음

- 먼저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4곳을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솔루션 실증을 위한 국비 15
억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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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특‧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응모하며, 공개모
집과 같은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참여 민간기업‧대학을 선정해야 함

-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4곳을 선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지원함

-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도시 내 특정구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유형으
로 볼 수 있음

- 응모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특·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이며, 스마트도시법(시
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19개 분야(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
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등) 중에서 스마트타운 유형(테마)을 선정해야함

- 스마트솔루션 챌린지는 10곳을 선정하고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국비 3억 원씩 지원하지
만 지방비 매칭(50%)이 요구됨

- 스마트솔루션 챌린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솔루션을 구축할 민간기업 등이 공동 응
모해야 함

- 2020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제출은 4월 3일까지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에서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19개 분야에 해당
되며,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스마트 챌리지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교통부문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렌터카총량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전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사업 내용과 현재 추진상황을 파
악하여 사업제안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01/17) / 손상훈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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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우선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였으며, 지방하천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독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간 민간 수문관리인(지역주민 등)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
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임
＊ 수문상태(CCTV)와 하천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
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함

- 우선사업지로 선정된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가·지방하천 연계구축) 충남(충남도, 논산시, 서천군)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하
여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운영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인구밀집지역 홍수안전 강화)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
구(35.3만 명)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02년 루사, ’03년 매미, ’16년 차바
등)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 필요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강우량, 수위에 따른 배수
문 운영 매뉴얼 등)을 통해 침수피해 저감

-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제주의 대응방향
- 평상시 제주지역 하천은 대부분 건천에 해당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 발생시 수
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독특한 수문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화산섬 지역
인 제주가 내륙지역에 비해 투수율이 월등히 높은데서 찾아볼 수 있음. 즉, 제주지역
하천관리체계는 한라산에 의한 강우 변동성, 높은 투수율의 토지피복 특성, 도달시간이
짧은 유역형상 등을 고려하여 내륙지역에 비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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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7년 태풍 나리 피해 이후, 재해 저감을 위해 제주 전역에 우수저류지를 설치
하여 운영 중에 있음. 그럼에도 매년 우기가 되면 저류지의 재해 저감효과에 대한 문제
가 반복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이는 저류지의 설계, 관리, 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
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음. 따라서 저류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매뉴얼을 정립하고, 저류지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01/15) / 박창열 책임연구원

 한중 공동연구단,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마중물 수행
❍ 주요 내용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지난 3년간 중국
현지의 초미세먼지 특성 연구 및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등 한중 미세먼지 협력에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발표
- 공동연구단은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7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 북동부 지역 4개 도
시*에 대한 1단계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분석
*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지역의 초미세먼지 시료채취 및 주요 화학성분 분석
- 베이징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성분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비
슷한 반면, 베이징의 황산암모늄 조성비*는 11%로 서울보다 약 2배 낮고 유기물질은
44%로 약 1.5배 높게 나옴
- 질산암모늄은 두 도시 모두 비슷한 조성비(베이징: 22%, 서울: 25%)이나,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22%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음
* 서울(일평균 35㎍/㎥ 초과한 23일, 평균 농도 25㎍/㎥), 베이징(일평균 75㎍/㎥ 초과한
49일, 53㎍/㎥)
- 아울러, 두 도시 모두 고농도 시 질산암모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등 교통 부
분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향후 배출량 현지 조사, 배출항목(인벤토리) 구축 등 양국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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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

❍ 제주의 대응방향
- 동북아 환경의 중심지인 제주 또한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특히, 한·중 공동연구단 활동 중 하나인 '청천 계획' 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지속적인
내부적 논의와 환경부와의 협력이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20/01/22) / 홍창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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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경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2020.01.09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2019.12.31

 중국 온라인 플랫폼 운영 대행 비즈니스 활성화

기획재정부

2020.01.07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2019.12.30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산업육성 지원 강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산업육성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
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 첫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였음
＊ 둘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였음
＊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 넷째,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 하였음
-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
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할 계획
＊ 20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
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확대함
＊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함
＊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
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
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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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
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함
- 또한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
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
정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
영해 왔으나, 그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제한된 개방으로 인해 미흡했던 것
이 사실임

-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데이터의 자유로운 개방과 유통확대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모
든 공공 및 기업 데이터가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유통됨으로써 제주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01/09) / 고봉현 연구위원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확정

❍ 주요 내용
- 올해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제안ㆍ예산규모 확대 및 제
도 내실화를 추진

- 제도홍보 확대, 찾아가는 사업제안팀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제안 수 확대 및 예산반영
규모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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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의 질은 높이고 불편과 어려움은 낮추기 위한 예산사업 발굴, 민·관 파트너십
안착 및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확대 등 실질적 참여를 보장

- 참여예산제도 정착ㆍ참여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절차 개선 및 참여확대를 위한
‘20년도 운영방안을 마련

- 우선, 조기 집중접수 등 사업숙성 절차를 개선하고 참여단 회의일정 조정 등 숙의 집중
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협의회 개편으로 전문성 보완 기능을 강화할 계획

- 홍보대상·사업단계·홍보매체별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함께 문제해결형 국민참여ㆍ집행현
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업발굴에서 집행단계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

- 내년에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올해 확정
된 참여예산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

-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운영 준비
(∼’20.1.15일)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통보 (’20.1.10)
‣참여예산 홈페이지 리뉴얼 (’20.1.15)
‣사업제안 집중접수 (’20.1.15∼2.28)
* 3.1일 이후 접수 사업은 ’21년에 ’22년도 예산안 반영시 검토

사업제안ㆍ숙성
(’20.1.15일∼5월)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20.3∼5월)
* 부처검토(3월), 지원협의회 심사(4월초), 현장토론회(4월말)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 (’20.2.1∼2.28)
* 토론이슈 확정(3.15), 온라인토론(3.15∼4.15), 현장토론회(4월말)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20.5.31)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등 (’20.4∼6월)

참여단 논의
(’20.4∼7월)

* 참여단 구성(4월), 사전교육 실시(5∼6월, 2회)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20.6∼7월)
* 회의 일정(잠정) : 1～2차(6.20∼21), 3～4차(7.18～19)

선호도 조사
(’20.7월)
정부예산안 반영
(’20.8월)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20.7월)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20.7월)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20.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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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20.8월)
사업 집행 점검
(’20년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20.9∼12월)

‣집행 모니터링단 모집 등 운영준비 (’20.上)
‣사업별 집행현장 방문 (’20.下)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 제주의 대응방향
-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사업에 적극적 제안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예산사업 발굴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기획재정부(2019/12/31)/ 고철수 책임연구원

 중국 온라인 플랫폼 운영 대행 비즈니스 활성화

❍ 주요 내용
-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온라인 매장 운영대리상(网店运营代理商)을 통한 위
탁 판매 및 운영 대행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의 상이한 입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따라 소규모 혹
은 전자상거래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의 운영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대리상은 광고·마케팅 경험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익
숙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 플랫폼 내 온라인 매장을 대신 운영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인력 육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입점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전략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소비 트렌드 분석이 중요해 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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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인 징둥닷컴(JD.com), 티몰(天猫, TMALL), 타오바오(淘宝)
등은 입점기업과 상품 관리를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거
쳐 입점을 승인하고 있어 운영상 지식이 부족한 경우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전자상거래는 중국에서 핵심 유통 채널로써 중국 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
어,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향후 중국내 유통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많은 기업이 온라인 플랫
폼에 입점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제주의 대중 수출기업의 경우 중소·영세 기업임을 감안할 때 인력부재, 언어 소통 문제,
법률적 처리 문제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관련하여 다수의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및 향후 대중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중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입점과 매장의 홍보, 운영 등을 온라인 운영 대리상을 통
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0/01/07) / 정지형 책임연구원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광역 시도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함
＊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 발표임
＊ 24개 세부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지표별 추세를 고려한 2023년 추정값 중 최대치)을
100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도에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

<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세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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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배점)
일
(22.1점)

세부 지표
① 총 근로시간, ② 초과 근로시간, ③ 휴가 기간 ④ 유연근무제 도입률, ⑤ 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①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③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30.1점)

④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 평일 여가 시간, ⑥ 평일 여가 시간 충분도, ⑦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①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①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 담당 조직 유무
④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상담, ⑤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37.1점) 보다 평균 13.0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전국 광역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
라북도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17개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
계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전국 평균

(100.0점)
50.1

(22.1점)
13.1

(30.1점)
14.9

(25.0점)
11.5

(22.8점)
10.6

1

부산시

57.5

13.0

15.0

11.7

17.8

2

서울시

57.1

15.4

14.3

18.4

9.0

3

충청북도

53.2

13.7

14.7

11.4

13.4

4

세종시

51.9

14.1

15.4

14.6

7.8

5

전라북도

50.2

11.1

16.9

9.6

12.6

6

전라남도

49.8

14.0

14.6

10.9

10.3

7

강원도

49.7

15.1

14.5

10.2

9.9

8

광주시

49.3

11.5

16.0

9.6

12.2

9

경기도

49.2

13.6

13.2

10.7

11.7

10

대전시

49.1

14.7

16.0

12.5

5.9

순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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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상북도

48.9

12.9

14.2

10.1

11.7

12

대구시

48.8

13.2

14.7

10.0

10.9

13

충청남도

48.5

13.9

14.7

12.1

7.8

14

인천시

48.5

12.9

14.1

10.3

11.2

15

울산시

47.9

10.1

14.7

12.1

11.0

16

제주도

47.5

13.0

14.7

10.7

9.1

17

경상남도

44.7

11.3

14.5

10.5

8.4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시(15.4점), 강원도(15.1점), 대전시(14.7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라북도(16.9점), 광주시(16.0점)
등이 우수하였음
＊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시(18.4점), 세종시(14.6점)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자치단체의 노력을 나타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부산시(17.8점), 충청북도(13.4점),
전라북도(12.6점) 순으로 높았음

- 지난해와 비교하여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고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 순으로 나타남
< 17개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증가 >
순번

지자체

증가 지수(점)

2017년 지수(점)

2018년 지수(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평균
충청북도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
전라남도
서울시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울산시
경상남도

13.0
18.4
18.0
15.7
15.1
14.6
14.0
13.7
13.3
12.8
12.4
12.3
12.3
12.0
10.7
10.4
9.7
7.0

37.1
34.8
39.5
36.2
34.2
35.2
43.1
34.8
36.4
37.4
36.1
36.6
36.5
37.2
38.4
37.1
38.2
37.7

50.1
53.2
57.5
51.9
49.3
49.8
57.1
48.5
49.7
50.2
48.5
48.9
48.8
49.2
49.1
47.5
47.9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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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 보
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을 설명함
＊ 또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기대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여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근로시간, 휴가기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일과 균형의 문화 확산 노력 등 제주지역
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음

- 도내 기업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요청되며, 이를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구축이 갖추어져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고용노동부(2019/12/30) / 이순국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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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전략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2020 도시재생 뉴딜과 제주의 대응 방향
 중서부 발전 '정책 집중기' 맞아, 중서부 지역 교류 확대 필요

국토
교통부

2020.01.15

CSF

2020.01.14

농림축산
식품부

2020.01.15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2020.01.09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0.01.09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2020 도시재생 뉴딜과 제주의 대응 방향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2019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을 공유·점검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 개최

-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총 284곳이며 2019년말 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019년까지 총 216개가 착공, 그 중 46개는 준공됨
＊ 각 사업지는 10개 내외 단위사업으로 구성(예 : 주차장, 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 2019년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우수한 실적
을 보였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다소 실적 부진

- 2020년 신규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2019년 결과를 반영하고, 실적이 부진
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 `20년 신규사
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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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경남 통영) : 폐조선소 부지의 본관
동을 리모델링하여 재취업과 창업교육,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 LAB이 조성되고,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실습과
정을 운영하기 위한 ‘12스쿨 기획운영센터’가 구축되어 지역
활력회복 도모
② 구포역 광장 활성화 사업(부산 북구) : 노후된 구포역 광장
을 리모델링하여 “2019 부산거리 예술축제”, “2019 국제 수제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주말 버스킹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
과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등 유도
③ 상품고도화 LAB 구축 사업(세종 조치원) : 노후 연탄공장
을 창업 지원과 주변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창업희망자 20여명을 선발하고 창업아이템 개발을 지원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020년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하여 3월과 6월, 12월에 선정
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말 선정할 계획임

- 또한, 전국 284곳의 뉴딜사업지 내 3천 개가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
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뉴딜 사업을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고,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음

- 2020년 정부정책에 따라 중앙부처 선정사업의 준비가 필요하며 타 지역의 성공사례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부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제주지역 도로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1/15) / 엄상근 연구위원

 중서부 발전 '정책 집중기' 맞아, 중서부 지역 교류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2020년에 들어 중국은 중서부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범하고 있음
＊ 중앙경제업무회의1)에서는 "정책과 자금을 '삼구삼주(三区三洲)' 등 빈곤지역에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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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고, 쓰촨-티베트 철도(川藏铁路) 등 중대사업 건설을 추진하며, 통신 네트워
크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20년 처음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중서부 발전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중서부
와 동부지역의 산업 이전과 외자유치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함

- 탄허린(盘和林)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은 "이
러한 정책적 호재는 반드시 중서부 발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인프라 수준
을 제고하고 양호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면서 물류업, 제조업 등 업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 분석함

- 인프라 건설을 통한 취약점 보완과 동시에 '개방' 플랫폼 구축 정책도 중서부에 집중되
는 모습임
＊ 중국 상무부의 연말업무회의에서는 세 번째 '국가수입무역촉진혁신시범구(国家进口贸
易促进穿心示范区)' 육성 업무로 중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중서부 지역의
가공무역 산업 이전을 지원하기로 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는 대중국 교류의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동부연해지역에서 벗어나 중서부 지역으
로 확대해야 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중서부 지역별 정책 추진 상황과 새로운 성장 거점을 탐색하고, 문화 및 인
문교류의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는 교류거점지역을 모색해야 함

-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및 문화교류 사업과 관
련하여 중국의 시안(西安)이 중서부 지역에 포함됨을 고려할 때, 우선 시안 지역을 중
심으로 인문교류 기회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CSF(2020/01/14) / 이중화 책임연구원

1) 中央经济工作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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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합계획』(이하 동몰복지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동물복지 계획은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함
＊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
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
화, 서비스 품질 개선
＊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
호 전문성 제고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2023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농식품부의 제2차 계획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2차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이번 동물복지 계획의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서는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과 군사공간 제공 의무(10년간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 양돈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2020/01/15) / 안경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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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
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이 9일(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
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
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큼

-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
지는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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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
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도와 추자도에는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화장품 및 의료산
업에 주목받고 있는 감태와 큰열매모자반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자반이 군
락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다
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해양수산부(2020/01/09) / 좌민석 책임연구원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
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
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힘

- ’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
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함

-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함

-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
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
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임

-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
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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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데이터지원사업 현황>

자료 : 2019년 데이터사업 통합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함께,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
로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면제받는 사항 등

- 법 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 개인정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제2조제1호 개정)
·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명시 (제2조제1호 개정)
·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 (제58조의2 신설)
-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확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이용․
제공 가능 (제28조의2 신설)
·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능 (제15조, 제17조 개정)
-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 기업간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보안시설구비)에서 수행(제28조의3 신설)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제28조의3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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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 신설)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의무 및 위반시 형사벌, 과징금 등 벌칙
부과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등)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보호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제7조 개정)
· 행안부‧방통위(전부), 금융위(일부)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호위로 이관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다른 부처에 대하여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권 부여
등 보호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생산하는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버스카드 데이터 등 이종의 빅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단계에
서 데이터 결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을 검토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와 같은 기업 빅데이터를 구매함에 있어, 개별
구매가 아닌 결합 빅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있음. KT-BC카드, SKT-신한카드와 같은 기
업 컨소시엄들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결합된 형태의 빅데이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민간 기업들이 개인수준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수준의 데이터의 3자 제공이 합법화되었으므로 제주특
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의 와이파이, 버스카드, 교통정보 등의 개
인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민간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동통신, 신용
카드와 같은 기업 구매 빅데이터의 경우 도내 공유가 가능하도록 계약단계에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함
- 개인수준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담부서의
기능과 인력를 강화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유관기관
형태의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및 관리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01/09) / 강영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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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문화체육

 새해 첫 쇼핑문화관광축제 개막

관광부

 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 모집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2020.01.16
2020.01.03
2020.01.10

 새해 첫 쇼핑문화관광축제 개막

❍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6일(목)부
터 2월 29일(토)까지 45일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
-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외래 관광객들의 방한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열려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
-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코리아그랜드세일로의 초대(Inviting you
to the Korea Grand Sale)’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할인 혜택과 함께 한국에서
만 즐길 수 있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한국 미용(케이-뷰티), 한국 음식(케이-푸드),
한국 유산(케이-헤리티지), 한국 겨울(케이-윈터) 등, 5대 문화 체험 축제의 현장으로 외
국인 관광객을 초대
- (교통·숙박 할인) ▲ 국내 8개 항공사 해외발 한국행 100여 개의 항공 노선에서 최대
95% 할인, 지방여행상품(K-트래블버스) 1 + 1 할인,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고속
철도(KTX) 승차권 최대 35% 할인, ▲ 전국 300여 개 호텔 최대 80% 할인, 스키장 리조
트 숙박 및 장비 대여 할인 등을 통해 방한과 지방 관광 활성화를 지원
- (쇼핑·음식 등) ▲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내에 면세점 ‘코리아그랜드세일 특별전’, 카
드사 할인과 부가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 ▲ 호텔 식음업장 코리아그랜
드세일 특별메뉴 구성과 할인, ▲ 놀이공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한 외국인 우대
- 한국방문위원회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중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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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영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 외국인이 주로
찾는 동대문과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남산, 동대문, 홍대 등에
‘찾아가는 여행자 서비스센터’ 차량을 운행해 관광안내, 통역(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문
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제주의 대응방향
-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점점 중요해지는
환경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관광이벤트와 관광패스 등의 개발과 활성
화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01/06) /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 모집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제12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1,000명을
2월까지 선발할 예정임

-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 이
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할머니들에게는 노년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
에게는 전통문화를 접하고,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을 자연스럽게 만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조손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

- 그 동안 ‘이야기할머니’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실제 이야기할머니가 배치되는 수가 적
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의 330명보다 대략 3배 증가한 1,000명을 선발할 계획임. 또
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연령대를 기존 56~70세에서 56~74세
(1946년 1월 1일 ~1964년 12월 31일 출생)로 확대하였으며, 선발된 할머니들은 최대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함
<이야기할머니 선발인원 수 및 선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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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년도

기수

2010
2010
2011
2012

1기
2기
3기
4기

(수료인원)
30(28)
100
300
600

2013

5기

720(69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750(690)
700(648)
346(313)
239(220)
549(456)
330(280)

선발지역 및 선발인원
대구ㆍ경북 30명
서울 50명, 대구ㆍ경북 50명
수도ㆍ강원권 100명, 경상권 100명, 충청ㆍ전라권 100명
수도ㆍ강원권 200명, 경상권 200명, 충청ㆍ전라권 200명
수도ㆍ강원권 300명, 경상권 200명, 충청ㆍ전라권 200명,
제주권 20명
-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http://www.storymama.kr/)에서 발췌 정리함.

- ‘이야기할머니’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12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첫 해 대구지
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 이르러서 제주권역에
서도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음. 현재 2,658명이 7,622개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음

<파견인원 수와 파견기관 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파견인원(단위: 명)
22
105
374
917
1,542
2,092
2,406
2,462
2,480
2,658

파견기수
제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1~10기

파견기관(단위: 개)
대구·경북 81개 유아교육기관
313개
1,120개
2,690개
4,532개
6,008개
6,629개
7,132개
7,268개
7,622개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http://www.storymama.kr/)에서 발췌 정리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4명을 모집하였으며, 2020년에
는 12명을 모집할 계획임.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나 타시ㆍ도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으
로 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 55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 2018년 기준 195,497명이며, 제주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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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는 75세 이상 인구도 53,713명에 이름. 제주다움을 후세대에게 잘 말할 수 있는
70세~79세 인구도 42,751명에 이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특히 제주 전통문화는 구술에 의거하여 그 자원이 숨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 어
르신들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자원화 및 문화계승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01/03) / 현혜경 책임연구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에서 열린다

❍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강원도 유치를 성공하며 2018 평창 동계올
림픽 성공의 역사를 이어감

- 스위스 현지시간 1월 10일 오후 1시경(한국 시각 1월 10일 오후 9시), 제135차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강원도가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
로 최종 확정됨. 공식 대회 명칭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Gangwon 2024
Winter Youth Olympic Games)가 될 예정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청소년올림픽 열기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양우)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
표단은 제135차 총회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유치 전망(비전)과 개최
계획을 발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
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순
서대로 단상에 올라 청소년을 위한 대회 이상(비전)과 함께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
픽을 개최한 경험과 유산을 활용해 차기 대회를 개최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피력함. 또한 앞으로 대내외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사상*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임. 한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강
력한 정부의 지원 의지, 기존 경기장 시설 등의 활용을 통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이어나
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음. 아시아에서 청
소년동계올림픽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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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사례: 제1회 2012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제2회 2016 노
르웨이 릴레함메르, 제3회 2020 스위스 로잔

-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유치 공약이기도 했던 드림프로
그램*을 통해 아시아에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산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기부금을 포함
한 평창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해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했다. 올해부터는 유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호랑 반다비 캠프’도 신설할 예정임
＊ 200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눈이 오지 않는 국
가의 청소년을 초청(누적참가국 83개국, 총 2,028명)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
문화 체험 지원
-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개최지 선정 절차 ‘미래유치위원회’의 첫 번째 사례
- 특히 이번 개최지 선정은 올림픽 대회 유치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성 향상 등을 목적으
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134차

총회에서

도입한

‘미래유치위원회(Future

Host

Commission)’에서 결정한 첫 사례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 동계 미래유치위원회 옥타비
안 모라리우(Mr. Octavian Morariu) 위원장의 첫 번째 활동임. 문체부와 강원도, 대한체
육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절차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제안한 계획은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앞으로도 지속가
능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제
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미래의 올림픽
과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대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이 보여준 관심은 지속적인 협의, 유
연성, 지속가능성, 유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밝혔음
-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대회 개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15일간 강
원도 평창과 강릉 등에서 70여 개국, 선수 1,800여 명을 포함해 약 2,60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열릴 예정임. 이를 계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높아진 동계스포츠
의 저변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입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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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
ㅇ 기간: 2024. 1. 19.(금)∼2. 2.(금) / 15일간
ㅇ 개최장소: 강릉, 평창, 정선 일원

※ 정부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협의 후 결정

ㅇ 참가규모: 70여 개국 / 선수·임원 등 2,600여 명
ㅇ 개최종목: 7개 종목 / 15개 세부경기
- 설상경기(4개 종목, 10개 세부경기): 스키(알파인,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스키점
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 빙상경기(3개 종목, 5개 세부경기): 빙상(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
링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사용했던 기존 경기장들
을 활용, 평창올림픽 유산을 계승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
원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만들 계획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이번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5로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의 경제적 가치)을 현재가치
로 환산해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 그 비율이 1.0 이상이면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메달 경쟁 중심의 경기대회를 넘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축제
- 청소년올림픽은 성인들이 참가하는 경기 중심의 올림픽과는 달리, 경기 외에도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포츠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축제임
- 강원도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사회·문화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임. 청소년들이 경쟁과 우열, 메달과 성적을 넘어 포용과 평화, 화해와 협력 등의
올림픽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 인권, 동계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과 강원도만의 매력을 담은 전통,
평화, 재미, 동행을 주제로 하는 개최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1. 24. 국제올림픽위원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 한국 도착 예정
-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는 1월 22일(현지시간)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
회식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전달받고, 이후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게 인계될 예정임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회 유치를 지지하고 도와준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린다.”
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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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겠다.”라고 말함
-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020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
어 영광이다.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강원도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2024 강원 동
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음

❍ 제주의 대응방향
- 먼저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 모색임. 우리 도는 대부분 하계스포츠 종목 위주의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다보니 동계스포츠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침체된 상황임.
따라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위
한 동계스포츠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이 개설ㆍ운영되어야 하며,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됨

-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이 요구됨. 특히 학교체육 교과과정에 동계스포츠
종목을 포함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01/10)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JRI 정책동향 브리프'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제주연구원(https://www.jri.re.kr/)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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