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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도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중국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KOTRA

2020.07.03

비상경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앙대책

2020.07.10

본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교통/전기차 부분 검토

기획재정부 2020.07.14

 빗길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2020.07.1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심의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
지원 변호인단 위촉 및 출범

 중국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특수화장품 유형, 9→5개로 조정
- 원료, 생산, 라벨표식, 광고 등 규제 강화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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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총 6장, 80개 조항으로 구성,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및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
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
차 간소화

- 적용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함.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
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
함. 따라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누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 용도가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조례를 적용함. 치약에 대한 관리
감독도 조례에 따라 시행

-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
＊ 현행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특수화장품을 발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슬리
밍,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고 있음. 新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
수화장품으로 분류
＊ 한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효능, 사용부위, 성분유형, 사용자 등에 따
라 세부 기준과 목록을 제정, 발표한다”고 조례에 규정

- 원료
＊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화장품원료에 대
한 규제도 담고 있음.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
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을 해야 함
＊ 신규 등록 및 허가받은 원료에 대해 3년의 관찰기간을 둠. 3년간 등록 인·허가신청인
은 해마다 NMPA에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함.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NMPA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 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 강
화. 특히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담당자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함. 또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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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원 건강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NMPA에서 제정한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
축해야 함

-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됨.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
＊ 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아래 9개 항목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제품, 성분의 효
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실험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됨

- 수입 화장품
＊ 수입 화장품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
품만 수입을 허가함. 특수화장품은 중앙부처인 NMPA의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화
장품은 등록인 소재지의 성(省)급 약품감독관리부처에서 등록(備案: 신고처리) 절차를
밟으면 됨
＊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
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판매 관리
＊ 조례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품 품질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
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불법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 중단

- 수입 화장품
＊ 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아래 9개 항목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

- 처벌
＊ 30년 만에 개정된 조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 무허가 생산, 화장
품 금지, 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 3 -

2020-Vol.131(’20.07.01~07.15)
취소 등 처벌

❍ 제주의 대응방향
- 연내 중국 정부는 조례의 실시조례를 제정, 발표해 규제를 보다 구체화할 전망임. 중국
화장품 업계는 조례 시행으로 중국 화장품 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당국의 화장품 생산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강화조치가 잇따르면 기술
력, 자금력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임

- 한편 조례 시행은 C-뷰티(차이나 뷰티)기업들의 기술력,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임. 최근 C-뷰티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로컬 강자들
의 제품력과 경쟁력 강화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대 시장으로 부
상되고 있음. 특히 K-뷰티의 중요한 시장임. 향후 실시조례, 주관부처인 NMPA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우리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규정 변화에 따
른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0/07/03)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주요 내용
- 지난 7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全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高
＊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
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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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
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해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
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
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8~12.2억
12.2~15.4억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

현행
0.5

12.16
0.6

현행
0.6

12.16
0.8

개정
1.2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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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
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하지만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1년미만

주택 외
부동산
50%

현행
주택·
입주권
40%

2년미만

40%

기본세율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구분

보유
기간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12.16.대책
주택·
입주권
50%

주택·
입주권
70%

개선

40%

60%

기본세율

기본세율

분양권
70%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개인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4%
주택 가액에 따라 1~3%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개 정
주택 가액에 따라 1~3%
8%
12%

법 인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은 미분양주택의 증가 등 주택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
황에서 전국적인 주택 안정화 정책에 주목해야 함

-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 및 향후 주택공급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 빠르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2020/07/10) /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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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교통/전기차 부분 검토

❍ 주요 내용
-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되며,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
는 시점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저탄소 그린경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기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됨

-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여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190.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교통/전기차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SOC에 대한 디
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임

- 도로, 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할 예정임.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
할 예정임

- 스마트 시티, 지능형 도로, 스마트 산단,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자
율주행차, 드론 등 교통수단과 관련한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성
과 경쟁력을 제고 할 것임

-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
차 20만대를 보급할 예정임. 아울러 노후 경유차 116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임

❍ 제주의 대응방향
- 향후 교통부분 인프라 사업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업 중심으
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로 홍수관리시스템, 노후 상하수도관 스마트관리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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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음. 제주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부분도 디지
털에 기반한 사업을 구상하여 국비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차, 수소차 관련하여 보급 규모를 확대 추진
할 예정이나, 제주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제한, 전기차의 경우 상생협력 이슈
가 존재하고 있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선결조건으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사업에
대응하고,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수소차 도입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발전과 경제성 측
면에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기획재정부(2020/07/14) / 손상훈 책임연구원

 빗길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 관리 강화
- 최근 5년(’15~’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6,117건이며, 사상자는 118,739
명(사망 1,712명, 부상 117,027명)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음
＊ 특히,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0,728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15∼’19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현황
<월별>

<7월 기상상태별>

※ 맑은 날씨 제외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 41,876건)에 의해 발생했고, 신호위반
13%(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 9%(7,009건)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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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간별로는 늦은 오후인 16시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정(24시) 무렵까
지 평균(6,348건)을 웃돌고, 18~20시(15%, 11,178건)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는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여 빗길 교통사고
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
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하였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우리 도는 전국 최다우지역으로, 안개 발생도 잦은 지역에 해당함. 따라서 여름철에 발
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
련된 홍보·캠페인 등을 확대할 필요
＊ 비가 올 때는 운전자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함으로, 휴대전화 사용
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함
＊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
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함
＊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려야 함

- 또한, 교통사고 문제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 불이행에 대한
단속 확대·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를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행정안전부(2020/07/10) / 박창열 책임연구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심의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위촉 및 출범
❍ 주요 내용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7월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
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
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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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
- 이번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
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
- 구체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게 됨
＊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
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작되었음
-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
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 예정
＊ (법률자문) 1인당 최대 100만원, (변호사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송비용) 인지대 등 실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 혜택을 보장받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시점으로, 환경부가
주도한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제도의 변호인단 위촉을 계기로 하여 친환경 제주의 각종
환경피해소송의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제주형 그린뉴딜을 도모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도내 법조계와 협력하여
이번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제도의 기능과 혜택을 제주지역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정
책과 캠페인을 펴나가야 하겠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20/07/17) / 홍창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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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경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2020.07.17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한다

환경부

2020.07.15

 중국 소셜마케팅의 새로운 기회

KOTRA

2020.07.10

 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 우수상점 7곳 선정

 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 우수상점 7곳 선정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우수 스마트상점을 대상으로 ‘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모두 43개 상점이 신청한 가운데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곳
(최우수 2곳, 우수 5곳)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
＊ 최우수에 선정된 대구의 ‘디떽킹(대표 박미숙)’은 지난해 3월 치킨집을 개업한 후 5월
부터 튀김로봇을 도입해 조리과정에서 사람의 위험성을 줄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
서 고객들의 큰 반향을 일으킴. 도입 후 손님이 3배가 늘면서 월 매출도 2,000만원이
증가했고 고용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음
＊ 인천에 위치한 ‘피자이탈리 루원시티점(대표 노혜진)’도 올해 1월에 개업해 서빙로봇과
테이블오더를 도입해 깔끔함을 선보이면서 개업 초기보다 주문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은 4배 증가했음. 특히 개업초기 3명이던 근로자는 8명으로 늘어남. 이 매장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고객이 대기시간 동안 장난감이나 사은품을 제작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 고객과 젊은층에 큰 인기

- 디떽킹(최우수상)
상점명

도입 효과

디떽킹(대구)
업 종
치킨전문점
◦ 치킨 튀김 로봇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일
정한 음식맛을 보장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증가
◦ 도입 후 월매출 2000만원 증가, 고객수 3배 증가
◦ 매출 증대에 따라 고용인원 2배 증가(2명→4명)

- 피자이탈리 루원시티점(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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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명

업 종
이탈리안 음식
◦ 서빙로봇 및 테이블오더 도입으로 매장 혼잡 방지 및 고객 만족
피자이탈리 루원시티점(인천)

도 증가
도입 효과

◦ 3D 프린터를 활용, 대기 시간 동안 장난감 등 사은품을 제작·제
공하여 어린이 고객의 흥미 유발
◦ 주문·배달건수 3배이상 증가, 총매출 4배 확대
◦ 신규 고용 창출(3명→8명(직원 1명, 파트타이머 4명 증가))

- 컴포즈커피 마곡나루점(우수상)
상점명

도입 효과

컴포즈커피 마곡나루점(서울)
업 종
카페
◦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쿠폰
혜택 자동 적립·사용으로 고객 재방문 유도
◦ 매장 주문 처리 능력 증대(전체 15%· 혼잡시간 30% 처리￪)
◦ 고객 방문횟수 20% 증가

- 동행헤어(우수상)
상점명

동행헤어(경북)
업 종
미용실
◦ 50여개의 가발스타일을 스마트미러를 통해 적용한 후 맞춤형 가
발 선택, 시술 전후 촬영 사진을 SNS로 직접 전송하여 고객 만

도입 효과

족도 제고
◦ 2호점 개점(‘20.6) 및 ’21년까지 10여개의 체인점 오픈 예정
◦ 도입 이후 월 매출이 23% 증가

- 엘리시아 PC카페(우수상)
상점명
도입 효과

엘리시아 PC Cafe(광주)
업 종
피씨방·카페
◦ AI 안면인식 및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하여 마스크 미착용 또
는 발열 고객 출입 통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불안 해소
◦ 도입 이후 전월대비 매출 약 1천만원 증가(23.5%￪)

- 초코(우수상)
상점명

도입 효과

초코(서울)
업 종
카페
◦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모양(이름, 문구 등)의 초콜
릿 데코레이션을 즉석에서 성형 제공
◦ 연인, 친구, 가족 등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젊은 층
의 방문 및 주문 증가

- 김밥나라 홍천점(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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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명
도입 효과

김밥나라 홍천점(강원)
업 종
음식점
◦ 10개 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스마트 오더 및 안내 어플리케이션 도입

◦ 외국인 고객 3배 이상 증가
＊ 선정된 상점은 각각 최우수 300만원, 우수는 100만원의 상금을 받음

- 중기부는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상점가를
중심으로 4,400여 개의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를 보급할 계획에 있음
＊ 향후 5년간 10만개의 스마트상점 기술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상점을 확
대해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정부가 적극
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임
＊ 중기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되면서 전국적인 홍보가 진행될 예정

❍ 제주의 대응방향
- 중소벤처부는 5년간 10만개의 스마트상점 기술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
하여 제주지역에도 스마트상점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도내 스마트상점 발굴 및 홍보 인센티브 제공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소벤처기업부(2020/07/17) / 한승철 연구위원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일반의료
폐기물 특례 처리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
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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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
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
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
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현행 제주 폐기물 정책에 관한 참고 사항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20/07/15) / 김현철 연구위원

 중국 소셜마케팅의 새로운 기회

❍ 주요 내용
- 코트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Live streaming
+E-commerce), 총알 배송, 모바일 오피스, 이러닝 (e-Learning) 등 신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SNS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과 커뮤니
티 결합으로 실시간 쌍방 교류를 통해 세일즈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코트라에 따르면 라이브방송에서 고객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은 슈퍼고객
(충성고객)의 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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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으로 틱톡, T-Mall, 웨이보, 핀둬둬, 타오바오 등 공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자
를 위챗, QQ 등 SNS 채팅방등 개인적인 팔로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에는 위챗(Wechat) 내 미니앱을 통해 쇼핑정보를 얻고 있음
＊ iiMedia(艾媒咨询)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네티즌의 상품정보 비율은 위챗49.6%,
온라인 플랫폼 46.5%로 향후 위챗은 라이브방송 연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음
＊ 이관(易覌)이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이용 차트에 따르면 2020년 5월 위챗의 한달 순수
이용자수는 9억90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기 대비 0.7% 증가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중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채널과 마케팅 방식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위챗 등 개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기반의 온라인 소비패턴을 통
해 제품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 상품의 대중 수출의 경우 대부분 중국 내 바이어를 통한 수출방식이 대부분으로
이는 중국 내 온라인 입점을 통한 마케팅 역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소셜 마케팅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에서도 중요한 마
케팅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내 소셜마케팅에 대한 기업역량강화 등의 방
안 모색이 필요

- 이와 함께

현지 실정에 맞는 라이브방송 능력을 가지는 MD 혹은 벤더사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0/07/10) / 정지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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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전략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과 제주의 대응방향

국토교통부

2020.07.06

CSF

2020.07.10

 코로나19로 바뀐 중국 Z세대, 소비 관념, 고려해야
 농식품부,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천연기념물 독도 바닷속을 깨끗하게!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20.07.14
2020.07.14
2020.07.09

정보통신부
KISTEP
이슈브리프

2020.06.22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과 제주의 대응방향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
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ㆍ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국토부는 LHㆍ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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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계획임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할 계획임
＊ 긴급지원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132만원),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
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함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
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함

- 금년 국토부는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
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
착 지원함

<주거급여 적기지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함

-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
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
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음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79.1 (2인) 134.6 (3인) 174.2 (4인) 213.7
-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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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
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의 대응방향
- 국토부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갖는 가구에 대한 정책과 모니터링 계획은 주거위기 가
구를 위해 적정한 정책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조사하고,
정책별로 적용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07/06) / 엄상근 연구위원

 코로나19로 바뀐 중국 Z세대, 소비 관념, 고려해야

❍ 주요 내용
- 최근 중국 여행 플랫폼 마펑워(马蜂窝)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Z세대의
여행 소비 변화 보고서(后疫情时代的“新旅游”--Z世代旅游消费变化报告)》를 통해 중국
젊은 세대의 여행 소비 관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에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1995~2009년 출생자인 ‘Z세대’ 여행 소비 관념이 가장 크
게 변한 것은 중국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으며, 여행경비 예산도
크게 늘었다는 것임
＊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층 소비자 중 47.2%의 응답자가 ‘코로나19가 여행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소비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6.77%의 응답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 소비를 적정수준에
서 늘릴 의향이 있으며, 주로 음식과 숙박 항목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함
＊ 이 중 70.37%의 Z세대 응답자는 여행경비 중 ‘음식 항목 예산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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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고, 62.96%는 ‘숙박 항목 예산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이전에는 Z세대 응답자의 86.96%가 여행지의 특색이 묻어있는 ‘작은 여관’에
서 숙박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 비율이
35.28%로 하락함

- Z세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의 여행 모습을 공유하는 것을 매우 좋아함
＊ 본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85.09%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여행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 하며, 그중 약 60%는 ‘여행 도중에 자신이 보고 들은 일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답했으며, 약 50%의 응답자는 ‘여행 후 자신의 여행 노
하우를 정리하거나 공유한다’고 응답함

- 해외 유명관광지 중 어느 곳을 가장 선호하느냐? 라는 조사결과 중 한국의 4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제주의 우도(牛岛)가 32위로 선정됨

❍ 제주의 대응방향
- 코로나19 기간 종료 및 회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은 과거와 같은 방
식과 생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관광의 저품질화 인식 확산과 함께 저평가 될 것임

- 앞서 논의된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중국인 관
광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는 중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제주지역의 장
기적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CSF(2020/07/10) / 이중화 책임연구원

 농식품부,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사)한국주방유통협회는 공동으로 ‘식사
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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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모전은 6월9일 ‘식사문화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제시된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
적 수저관리’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됨

- 공모 기간은 7월 14일(화)부터 8월 12일(수)까지로 한식진흥원과 (사)한국주방유통협회
에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음

- 응모 분야는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기 개발된 일반상품 분야와 향후 덜어먹기가 가능한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맞춤형 식기 제품이어야 함

- 일반상품에는 1인 반상, 개인접시, 개인 반찬식기, 수저관련 용품, 서빙스푼, 집게, 테이
블, 기타 등 총 8분야로 나뉘며 아이디어 분야는 통합 운영함

- 입상한 우수 일반상품은 전시·홍보하고 외식단체 및 지자체를 통해 안심식당 등에 확산
시킬 계획이며 우수 아이디어 상품은 ‘21년도 R&D 지원을 통해 상품화 할 계획임

- 공모전 심사는 전문가 및 외식업계 종사자(30명 내외)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됨

- 8월 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일반상품 8개 분야별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을, 아이디어 분야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2017년 기준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량은 일 222톤에 이르며, 이는 도민 일인
당 0.33kg을 배출한 량에 해당함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광주 0.34kg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음식점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제주에 맞는 식기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식품부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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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식기 상품 개발 공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017년 기준 광역 지자체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
(단위: 명, 톤/일, kg/명)
순위

광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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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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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A)
1,482,576
678,772
1,878,602
1,524,595
1,185,645
10,093,209
13,247,079
1,632,167
1,563,101
2,501,673
3,451,793
1,912,485
2,747,707
2,175,571
3,010,209
3,520,306
284,225
52,889,715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량**(B)
501
222
585
462
346
2,872
3,653
446
425
675
928
511
720
559
688
763
45
14,400

1인당 일평균 배출량
(B/A)
0.34
0.33
0.31
0.30
0.29
0.28
0.28
0.27
0.27
0.27
0.27
0.27
0.26
0.26
0.23
0.22
0.16
0.27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전체 행정구역 중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구역의 인구 수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는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 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전
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된 폐기물
자료 : 자원순환정책과,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통계포털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2020/07/13) / 안경아 책임연구원

 천연기념물 독도 바닷속을 깨끗하게!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5일(수)부터 한 달간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사업’을 실시함
- 21 -

2020-Vol.131(’20.07.01~07.15)

-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해역의 깨끗한 수중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6회*에 걸쳐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53.4톤을 수거하였으며, 올해에도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독
도 동도 및 서도 주변해역(약 140ha) 중 수심 30m이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함
＊ (’07) 18.9톤 / (’08) 3.7톤 / (’09) 7.9톤 / (’10) 1.3톤 / (’13) 17.3톤 / (’15) 4.3톤

- 또한,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
하여 향후 독도 주변해역의 수중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수립 중인 ‘해양 침적쓰레기 중장기 관리계획(2021~2025)’의 연차
별 사업 실시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임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독도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및 수
거사업을 통해 바닷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해양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독도
와 주변해역에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화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으며, 수산자원의 보고인 지역임

- 하지만 제주 해역에는 하천을 따라 육상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어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물, 부위 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따라, 제주에서도 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해양수산부(2020/07/14) / 좌민석 책임연구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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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
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
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ㅇ 시행령의 목적, 정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용예외
사업에 대해 규정함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사전예고 사항,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간 및 공고
사항, 지정을 통한 선정 절차, 사전검토 사항 및 선정평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협약 시기 및 협약에 포함될 사항, 협약 변경의 사유와 변경 절차, 협약
해약 시 정산 등 후속 조치를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과제 중단, 우수
연구개발성과 선정・포상 등),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표 2), 간접비계상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 정산의 방법과 회수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제척 사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방법, 특별평가 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소유의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기탁・등록(별표3) 및 전담
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기술료 납부․사용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안 제37조부터 제50조까지)
ㅇ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정보 처리・공동활용 근거(별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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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관리조치 및 사고 대책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ㅇ (전문기관・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기준,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연구지원체계 확립
대상, 연구지원체계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시스템 운영,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안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ㅇ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별표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재처분 등록․공개 범위 및 사후관리를 규정함

 제5장 보칙(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노트 작성․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등을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주요내용과 시사점(이재훈, 유지은, KISTEP, 2020.6.22.)
- 그동안 국가 R&D 사업은 2001년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어 왔음

- 2020년 현재, 2001년과 비교하여 국가 R&D 예산이 8배 이상 신장(3.75조→24.22조)하
고, R&D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틀이 제자리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함

- 공동관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조항만 몇 개 있는 상황임

-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연구 현장을 고려한 법률인 「국가연
구개발혁신법」을 입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입법을 통해 모호한 규정 적용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제
도 운영과 행정서비스 전달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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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대응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되고, 그 내용도 이전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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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명료화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관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 국가 R&D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 학교, 연구소 등
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연구관리 법률과 그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각 산학연의 연구관리 규정도 새롭게 작성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 행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방비 의존이 큰 지역 R&D 구조를 탈피하고, 국가 R&D 사업에 제주지역의
산학연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07/09), KISTEP(2020/06/22.) / 강영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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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문화체육

 대한민국 테마여행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관광부

 코로나19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위해 하반기 지원 확대
 제주지역 맟춤형 해양레저 관광거점 구축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신보

2020.06.25
2020.07.08
2020.07.13

 대한민국 테마여행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함께 2020 특별 여행주간이 시작
되는 7월 1일(수)부터 10월 31일(토)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이벤트를 진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 연번 / 명칭

지역

권역 연번 / 명칭

지역

1

평화역사이야기여행

인천, 파주, 수원, 화성

6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2

드라마틱강원여행

평창, 강릉, 속초, 정선

7

시간여행101

전주, 군산, 고창, 부안

3

선비이야기여행

대구, 안동, 영주, 문경

8

남도맛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

4

남쪽빛감성여행

거제, 통영, 남해, 부산

9

위대한금강역사여행

대전, 공주, 부여, 익산

5

해돋이역사기행

울산, 경주, 포항

10

중부내륙힐링여행

단양, 제천, 충주, 영월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39개 지자체를 선정, 10개 권역으로 묶어 주제(테마)가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자원 연계 및 개선을 지원하는 5개년 사업(’17-’21)

-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는 국내 여행을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3밀(밀
폐, 밀접, 밀집) 피하기, 소규모로 여행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킨 여행자에게 추첨을 통
해 매월 국민관광상품권(5만 원권) 1만 5천 장을 지급

-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지를 방문하고, 안전한 숙박
여행을 사진으로 인증.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누리집(www.ktourtop10.kr)에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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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와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댓스
탬프’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해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광지 방문을 인증

❍ 제주의 대응방향
- 코로나19로 제주관광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광지를 목표로 방역 우선 등 제주관광이 추구한 가치를 향후 충분히 관광선진지역으
로서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시행도 중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06/25) /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위해 하반기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술 분야의 ① 생계 지원, ② 일자리 지원, ③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임. 이 중 ‘일자리 지원’은 현장 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
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기회도 제공할 방침임

-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 4천여 명이 신청하
는 등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99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에 232억 원,
총

7,725명을

지원함.

7월

13일(월)부터

31일(금)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

(www.kawfartist.net)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임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를 지원(319억 원)함.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되, 선발과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지자체 226곳, 특별자치시·도 2곳)에서 예
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759억 원)할 예정임.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
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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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
로 기획·수행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함.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비대면 온라인 환경 대응 사업>
지원사업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사

금액
149억원
33억원
14억원
115억원

인원
2,720명
310명
90명
2,000명

- 공연 관람료(159억 원, 180만 장, 8천원), 전시 관람료(52억 원, 160만 장, 3천원) 지원
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함.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
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임. 또한,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이번 하반기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지원 정책들과 연계되어 예술 생태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임. 하반기 주요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은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
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에서 확인 가능함
<예술분야 3차 추경 증액 사업>
(단위 : 억원)
번
호

사업명

계
온라인미디어 예술
1
활동 지원
예술자료수집 및
2
디지털화
3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체
계화

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5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6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3차 추경
예산

주관처

1,569

-

사업 내용

소관과

자체 보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발표 및 보
1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급 채널 다각화 지원
예술창작 및 향유 비대면 방식 변화에 적극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화 기반 마련
예술
지역 공사립문학관 87개관 소장 도서자료
정책과
14 (사)한국문학관협회 서지정보 목록화 및 비도서자료 내역 파악,
영상촬영 등을 통한 DB구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 중단 위기 예술인들에
9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게 1인 300만원 일시금 지급
한국연극협회, 한국뮤
지컬협회, 한국음악협 장르별 협·단체를 통해 공연예술단체에 공 공연
288
회, 한국무용협회, 전 연실연인력, 공연지원인력 일자리 지원
전통
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과
31 (사)한국소극장협회 하반기 공연수요 증가 대비, 중·소규모(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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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번
호

사업명

7 공연할인쿠폰
8 공공미술프로젝트
9 미술 전시 할인쿠폰
10 문화예술 교육 자원 조사

3차 추경
예산

주관처

29 예술경영지원센터
759 지방자치단체
52 예술경영지원센터
115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사업 내용
석 미만) 공연장 대상 방역안전 인력 지원
코로나19 진정 후,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 지원하
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시장의 공연수요 진
작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
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진정 후, 전시 관람 할인권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시 수요 진작
지역 문화자원(인력, 프로그램, 고유자원 등)
에 대한 온라인 조사·분석·DB화 및 조사 결
과보고서 작성

소관과

시각예
술디자
인과
문화예
술교육
과

❍ 제주의 대응방향
- 정부 예술분야 지원 사업들이 제주지역에서도 널리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생
계 지원, ② 일자리 지원, ③ 소비 촉진 분야 등의 대상들을 구체화하고 사업 홍보와
실행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지역 예술자료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통하여 창작 원천의 접근성을 지역차원
에서 높일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07/11) / 현혜경 책임연구원

 제주지역 맟춤형 해양레저 관광거점 구축 추진

-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계획 확정

❍ 주요 내용
-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주지역에 맞춤형 해양레저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됨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
(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음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

- 30 -

2020-Vol.131(’20.07.01~07.15)
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임

- 제주에서는 지역 맞춤형 해양레저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됨.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7개 권역 중 제주권은 수중레저 거점지역으로 구축되고, 지역 맞
춤형 기반시설이 설치됨. 특히 제주와 군산, 강원 고성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
로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됨

- 이와 함께 제주지역 8개 어촌에서 낙후된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진행됨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됨. 도심 도로와
지역특화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와 서울을 대상으로 스마트도로 실증 사업이
진행됨

- 또한 주행 중 차량간, 도로-차량간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업도 확대 추진됨

- 아울러 제주 등 8개 광역시도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연
료,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지속되고, 제주혁신도시에 체육시설, 어린
이집, 작은도서관, 지역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가 조성됨

-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추진실적을 제
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1~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는 교육․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정착 및 해양레저 저변 확대, 사계절 이용 가능한
테마(특화) 해수욕장 조성, 해양레저 체험교실 및 아카데미 확대 운영, 제주형 해상유람
선 관광 활성화, 해양레포츠분야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인정 및 마리나 선박중
복등록 허용 등 법․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

- 단기의 지속차원에서 3~5년 정도까지 수행되는 중기과제로는 도내 해양관광 명소 조성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해양레저관광 코스 개발, 체험․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축제와 연계한 국내외 명품 해양레포츠대회 유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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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중문 및 삼양해수욕장 등에 사계절 서핑 메카 조성, 질 높은 지역해양문화 소개를
위한 해양문화(해양생태 등) 해설사 육성 등을 제시함

- 단기, 중기의 연장 또는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적 관점의 장기과제로는 크루
즈산업, 수중레저산업 등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핵심 산업 육성, 해양레포츠
센터 설립 등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입시설로서 해
수욕장 내 옥외해수파크 조성, 스쿠버다이버 메카 조성을 위한 해중전망 인프라와 수중
레저시설 조성 확대,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 각종 음악회, 콘서트, 레이저․홀로그램
쇼, 음악분수 쇼, 워터 쇼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해상 영화관/공연장 조성 등을 제시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레저신문(2020/06/16)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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