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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태풍 없는 여름 보내고 물 부족에 '갈증’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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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11.20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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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환경부

2020.12.03

 대만, 태풍 없는 여름 보내고 물 부족에 '갈증’

- 2020년 태풍 피해 면했지만 물 부족 문제 부각
- 기후변화 대응, 치수 역량 강화 관련 물 절약·관리·활용 시장개척 기회를 모색 필요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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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과 가뭄의 연관성
＊ 대만은 보통 7~9월에 태풍이 지나간다. 대만 기상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개의
태풍이 대만에 상륙하거나 영향권에 들어감
＊ 2020년에는 태풍이 대만을 비껴감. 2020년 11월 10일 기준 대만을 지나간 태풍은 0건
임. 이런 적은 1964년 이래 처음이며,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면했지만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음. 강우량 감소로 물이 부족해짐
＊ 실제로 타이베이의 경우 2020년 1~10월 1536㎜의 비가 내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 683
㎜가 줄어든 수준이며, 장마·태풍철인 6~9월에 강우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대만 경제부 수리서(수자원관리서)에 따르면 대만의 연평균 강우량은 2500㎜ 수준으로
많은 편이나 세계 146개 국가 가운데 18번째로 물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강
우량이 풍부한 시기가 따로 있고 지형이 험준해 수자원 저장·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물 관리 강화를 위한 대만 정부의 조치
＊ 절수는 기본적인 물 부족 개선 대책으로 꼽힘. 대만은 생활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1998
년부터 물 절약제품 인증제도를 실시 중임
＊ 2021년 5월부터는 소변기도 강제 인증 대상에 포함됨. 강제 인증 품목은 인증 마크를
취득해야 판매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최고 20만 대만 달러(약 800만 원)의 벌금이 부
과됨. 소변기에 이어 수도꼭지, 샤워헤드에 대한 강제 인증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만성적인 물 부족 원인 중 하나로 누수율도 지적되고 있어 대만은 2013년부터 누수율
저감 10개년 계획을 집행 중임. 2012년 19.55%에 달했던 누수율을 2022년까지
13.45% 수준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2031년에는 10%로 낮춘다는 계획임
- 물 부족에 착안한 혁신제품
＊ 사용자 차원의 절수(節水), 공급자 자원의 치수(治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2020
년 9월, 대만에서 물을 만들어 마시는 제품이 출시돼 화제를 모았음. 바로 현지 유명
산업디자이너가 개발한 Arkvo 정수기로, 일반적인 정수기가 상수도나 생수를 사용하는
반면 이 제품은 수원(水源)이 따로 필요 없음. 공기 중의 수분을 마시는 물로 전환해주
기 때문임
＊ 제품은 나노급 에어필터, 공기순환 시스템, 한외여과(UF, ultrafiltration) 기술, 자외선
살균을 이용해 공기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만들어
마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제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기능을 합친 올인원 제품이
라고 할 수 있음
- 기업 차원의 수자원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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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물 공급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중요함. 대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폐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 우려 대응,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도모하고 있음. 세
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2016년부터 재생수(reclaimed water) 기술 개
발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남부 거점에서 재생수 공장 설립 사업을 시작했음. 대만 첫
민영 재생수 공장이라고 함. TSMC는 2021년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 이 공장
에서 생산한 재생수를 사용할 예정임. 일평균 재생수 공급량은 5000톤에서 시작해
2022년 1만 톤, 2023년 2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 철강업체인 CSC는 2018년부터 인근 폐수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수를 공급받아 사
용하고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한국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연이은 태풍을 겪은 반면 대만은 태풍이 비껴간 탓에 물
부족 문제가 불거져 기후변화 심각성이 체감되고 있음

- 토목환경공학 전문가인 리홍위앤 교수는 BOT방식으로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충분
히 설치하면 물 부족 문제 해소와 절수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함.
대만은 폐수처리 후 버려지는 물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농업용 관개용수 사용량이 많은 만큼 농
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대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스마트 물 관리·절약
기술 보급 ▲물 절약 제품 개발 ▲폐수 재이용 ▲농업의 고도화 ▲댐 퇴적물 제거 효
율 제거 ▲노후 수도관 교체 ▲폐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등이 실시 또는 제안
하고 있음. 수자원 관리·활용 시장 개척 기회를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0/11/26)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20일(금)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힘

- 3 -

2020-Vol.140(’20.11.16~11.30)
-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
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
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함

-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함
＊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

-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
로 ’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 ‘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21.7월∼) 1+ 등급 → (’25년∼) 1++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 한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
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

-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음

-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
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
너지의 비율

-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

-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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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 시뮬레이션 결과, 세대(84m2 기준) 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
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제주의 대응방향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는 제주지역의 신축 공동주택에서의 도입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21년에 계획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11/20) /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
량 증차 제한을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하였음

- 전세버스는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4년 12월 전세버스 차량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6년 11
월까지 1차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추진되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차,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차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음

- 5 -

2020-Vol.140(’20.11.16~11.30)
-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었고, 연구
용역에서는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전세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도 추진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전국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함. 차기 전세버스 수급조절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전세버스 수급조절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제주지역에 대한 적정공급대수, 초과공급대수를 파악하고, 전세버스 운송시장 안정화와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관계부처 합동(2020/11/30) / 손상훈 책임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강화

❍ 주요 내용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번 종합대책은 16개 부처(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가 참여하
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이뤄짐

- 정부는 5대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과거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세부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
계를 개선하여 하천범람 피해 예방
＊ (급경사지 붕괴 방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 고도화
＊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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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 고도화
＊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
구적 복구사업 확대

❍ 제주의 대응방향
- 2020년,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긴 장마(49일)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
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 상주인구 증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우려
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풍수해 대응 전략 마련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방재시설의 설계기준 상향은 물론 비구조적 대책 등을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11/26) / 박창열 책임연구원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
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
으로 지원할 예정

-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에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
됐고,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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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
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
-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

- 특히,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가 제공된다는 환경정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환경허브로서의 도약과 동시에, 환경정의의 선두주자로서 제주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
역으로 제주시 화북동 일원이 9월24일에 지정되었음

- 취약 계층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파괴와 환경쇠퇴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감
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

- 이를 계기로, 모두가 보호받는 환경정의 구현에 제주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환경부(2020/12/03) / 홍창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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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경제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비수도권 주력산업‘지역균형뉴딜’로 1조4천억 투입한다

중소벤처
기업부

2020.11.26

 인천시, 재활용률 2025년 95%까지 끌어 올린다

중앙환경
에너지

2020.11.20

KOTRA

2020.11.26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비수도권 주력산업‘지역균형뉴딜’로 1조4천억 투입한다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11월 26일(목)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
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
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 4대 주요 과제는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임

 지역주력산업 개편
- (지역주력산업 현황)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ㆍ육성중이며,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개편결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
식으로 (1)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2)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3)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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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
치마킹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
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ㆍ벤
처기업 등에 투자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
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 정부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
- (자금·판로·인력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수출·인력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또는 우대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ㆍ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
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
억원), 융자자금(’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
없이 지원
- (그린ㆍ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ㆍ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
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
＊ 그린 스타트업 타운 :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
＊ 스타트업 파크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 유도
＊ 스마트 혁신지구 : 공업지역 등에 제조 플랫폼, 스마트 공동물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 (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ㆍ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 (중앙-지방 간 협력강화)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
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

❍ 제주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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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
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기
부 대책이 나옴에 따라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소벤처기업부(2020/11/26) / 한승철 연구위원

 인천시, 재활용률 2025년 95%까지 끌어 올린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따라
‘자원순환정책’ 본격 시행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의 미 래와 시민행복을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정 책 대
전환’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 쓰레 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정
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다각도의 자원순환사업과 캠페인을 추진
해, 1차로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2차로 소각 및 중간 처
리를 거친 소각재, 슬러지 등까지 재활용 을 실시해 95%*까지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 임

- 1차 분리수거 등 61%가량을 재활용 하고 2차 소각재, 슬러 지 등 재활용 34%를 목표로 함

- 인천시는 폐기물 특성에 맞는 재활용 인프라 확충 및 소각·매립되던 생활폐기물 자원화
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인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 과 공동으로 폐가전 무
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수거물량 으로 인한 수거대기 일수
를 단축하고 원활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월 송도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
터 내에 폐가전 공공집하장을 추가로 조성
＊ 인천시는 또 2019년부터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과 함께 중구, 미추홀구
지역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수거해 재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커피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커 피박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커 피박
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 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11 -

2020-Vol.140(’20.11.16~11.30)
＊ 이에 인천시는 환경오염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활용 가치
가 높은 유기성 자원인 커피박을 민·관 협업을 통해 수거, 2021년도부터는 전 군·구가
참여토록 확대할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도의 참고사항임, 특히 커피소비량이 많은 현재 커피박에 대한 재활용 아이디어는
제주도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중앙환경에너지(2020/11/20) / 김현철 연구위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주요 내용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이하 'CNNIC')에 따르면 2020 년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수는 9억 4,000만 명임

-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는 9억 3,200만명으로 온라인 사용자의 99.2%가 모바일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음
＊ 인터넷 사용자의 주요 연령대는 20-29세 19.9%, 30-39세 20.4%, 40-49세가 18.7% 차
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 및 스마트 폰 등의 사용 확대로 사용자의 연령대가 균일
해지고 있음

-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4조 8,1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음
＊ 특히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2019년 전체 온라인 소매금액의 84.3% 차지, 전년대비
18.5% 증가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총액은 1,862.1억 위안으
로 전년 대비 38.3% 증가하였음
＊ 수출 총액은 944억 위안으로 연평균 60.5% 증가며, 수입 총액은 918.1억 위안으로 연
평균 27.4%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미국, 한국이며 각각 20.8%, 16%,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3%, 29.8%, 55.1%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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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종류로는 화장품, 농식품, 일용품이 전체 수입의 72.9%를 차지하며, 특히 화
장품의 수입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언텍트 소비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구매채널과 소
비품목 등 다방면에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신선·
가공식품 등 온라인 구매와 O2O 채널로의 수요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라이브커머스 등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
과 타깃 고객층에 적합한 플랫폼 활용과 이를 위해 여러 플랫폼의 특징, 비용, 진입장
벽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주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해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 중국시장에서
수입대체가 어렵고 경쟁력 높은 소비재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등 대중 수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KOTRA(2020/11/26) / 정지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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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전략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과 제주의 대응방향

국토교통부

2020.11.25

 中 2030년 디지털 경제 규모 100만 위안 돌파 전망

CSF

2020.11.24

경기도

2020.12.07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2020.11.27

 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2020.11.26
정보통신부

 경기도, GMO식품이 정체 숨기고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일 막을 것

활용방안」발표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과 제주의 대응방향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11.27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을 개최함

-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챌린지 등 3개 경연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포함하여, 48
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술전시, 기조강연, 전문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
＊ 현장행사 중 개회식·시상식, 포럼은 100명 이내, 관람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기준보다
강화하여 동시 200명까지만 입장 가능, 동시 200명 초과시 대기 후 입장 가능,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관람 가능

- 시상식은 「스마트건설 챌린지」,「국토안전 경진대회」,「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전」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건설과 안전전략’을 주제로 한
양대학교 조병완 교수의 기조연설이 진행

- LH 등 4개 기관이 주관한 스마트 건설기술 6개 분야별* 현장에서 경쟁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①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 (한국시설안전공단) ②스마트 건설안
전 / (한국도로공사) ③스마트 유지관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3D 프린팅, ⑤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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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⑥스마트건설 UCC

- 건설‧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토안전 경진
대회」는 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건설안전 부문과 시설안전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①건설안전(영상, 디자인, 문예, 제도개선), ②시설안전(Best Practice, 혁신 아이디어)

- 창업 연계 가능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보유기업을 선정
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한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서류
심사, 창업캠프 및 멘토링, 최종 발표대회 등의 평가를 거쳐, 총 78개 팀 중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 등 총 12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하여 시상

- 또한 기술전시 및 전문포럼 분야는 73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기술 전시부스를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건설‧시설 안전, 성능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을 홍보하는 기술전시의 장이 펼침

- 한편,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의 모든 행사는 누리집*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온라인 기술전시관도 상시 운영하여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주의 대응방향
- 본 행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건설분야의 스마트화라는 현재 한국판 뉴딜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개최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건설 분야의 실용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스마트건설 분야 기업이나 전문가 등의 기술을 제주도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국토교통부(2020/11/25) / 엄상근 연구위원

 中 2030년 디지털 경제 규모 100만 위안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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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최근 광둥(广东),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허베이(河北), 장시(江西) 등 다수의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출범함

- 온라인 교육, 원격 사무, 비대면 배송 등, 코로나19 감염증 기간 동안 신업태‧신모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경제는 강한 탄력성과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드러냄
＊ 최근 발표된 100개 디지털 경제 응용 환경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
라는 새로운 모델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이 생산, 물류, 교육, 의료 등 분야에 빠르게 응용되고 있음

- 중국 전체 1~3분기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3월
들어 월평균 9%의 증가율을 보였음
＊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 그 중 빅
데이터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각각 16%와 7% 증가함

- 디지털 경제는 중국 각지 경제의 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음
＊ 1~3분기 저장성(浙江省)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는 4,893억 9,000만 위안2)으
로 증가율은 1분기의 마이너스(-) 1.8%, 상반기 9.4%에서 1~3분기 11%까지 회복됨

-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광둥성의 경우, 최근《광둥성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의견수렴안)3)》을 발표함
＊ 해당 문건은 광둥성을 디지털 경제 강성(强省)으로 전면 건설할 것을 언급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광둥성에 신규 건설된 5G 기지국은 6만 9,000개로 2020년 한해
목표의 143.9%를 달성함
＊ 베이징, 저장, 허베이, 장시 등지에서도 광둥보다 앞서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조치를 잇 따라 출범함

-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은 방대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선전)종합개발연구원(中国(深圳)综合
开发研究院)의 기술팀은 2020~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는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유지
할 것이며, 2025년에는 디지털 경제 규모는 80조 위안4)을 돌파해 GDP 대비 55%의 비중
을 차지하고, 2030년에는 100조 위안(약 1경 6,9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1)
2)
3)
4)

百项数字经济应用场景报告
약 82조 9,026억 원
广东省数字经济促进条例(征求意见稿)
약 1경 3,55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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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대응방향
- 제주지역은 최근 디지털뉴딜 정책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함을 밝힌바 있음

- 제주형 디지털뉴딜은 중국 주요 도시의 정책 추진 동향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모니
터링을 진행하여 좀 더 장기적이고 다양한 방면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2020년 11월 3일 중국 광둥성은 디지털경제 촉진조례(의견수렴용)을 발표하여 조례 수
립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광둥성 디지털경제 촉진조례(의견수렴용)>

자료: http://gdii.gd.gov.cn/zwgk/tzgg1011/content/post_3120269.html
＊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주와 기타 지자체에서 "디지털뉴딜"의 키워드가 제시된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 역시 중국 광동성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조례 관련 조례 수립을 통한 체계의
지속성과 확립성, 추진력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함
＊ 일례로 제주는 지역화폐 관련 조례 미수립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
원을 수혜 받지 못한 경험을 고려하고, 국내 타지역 대비 디지털뉴딜 관련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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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제고를 통해 더욱 많은 디지털 정보를 통한 부가가치가 제주에서 창출될 수 있
도록 해야 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CSF(2020/11/24) / 이중화 책임연구원

 경기도, GMO식품이 정체 숨기고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일 막을 것

❍ 주요 내용
-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임

-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박천석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
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 대표, 이
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최상아 주식회사 키리콘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비
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안심하
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이재명 지사는 “식품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전
자를 변형한 식품인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
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GMO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를 사용한 상품이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어 이 지사는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
다. 경기도에서는 표시 의무화는 못해도 GMO를 쓰고 있지 않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표시라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GMO 식품들을 매장에서 사라
지게는 못할 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
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음

- 왕성옥 도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없어 완전표시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경
기도에서 이렇게라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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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거대한 농업자본과 대치되기 때문
에 갈 길이 순탄치 않다”고 지적함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표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간
장, 된장, 기름류를 원가보다 비싸게 사고 있지는 않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경기도에서 비유전자변형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남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비
유전자변형 인증식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급식에 도입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농업법인 대표는 “국내산 콩으로 두유나 두부 등을 만들고 있는
마을기업인데 경기도에 인증제도가 생겼다고 해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신뢰감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음

- 박천석 경희대 교수는 “인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인
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고 조언했음

- 경기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인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를 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제품
중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수거ㆍ검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
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현재까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3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
하는 12개 품목으로, 대두로 만든 두부, 청국장가루, 콩가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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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절차

주체

내용

식품안전과

•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
- 인증 신청서,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등 확인서류
원료수불부, 생산실적보고서 등

현지 출장

식품안전과

• 서류 확인, 시료채취 등
- 제출서류와 현지 서류 확인
- 현장 생산 시설 및 절차 확인
- 해당 원재료(농산물), 완제품 수거

검사의뢰

식품안전과

•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시험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

검사성적서 통보

보건환경연구원

• 의뢰 받은 후 18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인증서 발급

식품안전과

신청・접수

• Non-GMO 인증서 발급

❍ 제주의 대응방향
-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수입산 콩, 옥수수 등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가공
식품 대상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산 원료 사용을 촉진할 것을
예상됨

- 이에 제주도에서도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안전성 표시제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경기도(2020/12/07) / 안경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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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
니터링 중, 거제･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음
＊ 거제, 고성, 통영 등 3개 지역 일부해역(5개 정점)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인

-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
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음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함.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11.19∼21, 50mm)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
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
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음
-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가들도 노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
록 당부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제주의 대응방향
- 경남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후 유통이 시작됨

-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굴을 구
입할 시 ‘가열조리용’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입하고 85℃ 이상, 1분 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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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여 섭취해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남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전 대형마트나 전
통시장에 유통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굴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해양수산부(2020/11/27) / 좌민석 책임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발표

❍ 주요 내용
- 11월 26일(목)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

- 그간 축적된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환경을
제공하고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육, 소비, 근무 등 주요 일상생활이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강
제 전환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및 기술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공공 민원업무에 적용된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업무의 온라인 전환 단계에
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필요
＊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는 국내 SW기업의 성장 가시화에도 불구, 여전히 외산 솔루션
의 시장경쟁력은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수익증대 효과가 명확함에도, 인력부족 등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경영상 애로 발생

- 사이버 공격 고도화 및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대응체계 전면 혁신과 함께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역량 강화 필요

- 「ICT를 통한 국가대전환으로 비대면 경제선도」를 비전으로 「국민을 위해, 더 편리해지
는 일상생활」, 「기업을 위해,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사회를 위해, 더 튼튼
해지는 보안과 법 제도」를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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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 더 편리해지는 일상생활」을 위해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업무 수
행, ② ICT를 활용한 업무방식 개선, ③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을 과제로 추진함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비대면 평가(솔루션 개발)을 추진함
② ICT를 활용한 업무방식 개선을 위해, 골목길 배송(배달로봇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기
술 활용(스마트상점, 공방,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등), 안심터치(비접촉 키오스
크 개발), 산업현장 XR 활용(XR :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을 통칭하는 기술)을 추진함
③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닥터앤서 2.0(인공지능(AI) 주치의), 헬스케어(코로
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 발굴), 원격의료(혈당, 혈압 등 원격 모니터링), 여
가·생활 플랫폼(XR, 5G를 이용한 실감콘텐츠), 안전제어(무선기반 가스용품 안전진단
실증)을 추진함

- 「기업을 위해,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위해 ④ 비대면 기술경쟁력 강화, ⑤
ICT 기반 비대면 기업육성, ⑥ 글로벌 산업협력 활성화를 과제로 추진함
④ 비대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재 양성, 디지털 오픈랩(ICT-이종분
야간 디지털 융합), 표준화(K-비대면 표준화)를 추진함
⑤ ICT 기반 비대면 기업육성를 위해 비대면 솔루션 기업(맞춤형 전문가 매칭), 비대면
서비스 기업(기업 자금보증, 해외진출 지원),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비대면 전문기업
육성), 비대면 제조기업(스마트 제조기반 확산)을 추진함
⑥ 글로벌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플랫폼(ICT Cyber World 플랫폼을 통한 연
중 온라인 전시 및 바이어 상담), 현지 사업화(해외 기업과 조인트 벤처), 비대면 분야
협력이슈 발굴(개도국 중심의 ICT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 「사회를 위해, 더 튼튼해지는 보안과 법 제도」를 위해 ⑦ 정보보완과 사이버방역, ⑧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⑨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과제로 추진함
⑦ 정보보완과 사이버방역을 위해, 비대면 솔루션 보안 점검(비대면 솔루션 제공기업 300
개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국가 사이버방역 체계 확충을 추진함
⑧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디지털 배움소 1,000개소), 이
용자 보호(보이스 피싱 대응)을 추진함
⑨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법적 체계 구축(디지털 3법 등 법제 체계화), 비대면
산업 통계(관련 기초통계 체계 마련)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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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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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처

일
정

과기정통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0~
‘20~
‘21~

과기정통부, 중기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1~
‘20~
‘21~
‘21~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중기부

‘20~
‘20~
‘20~
‘21~
‘20~

과기정통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0~
‘20~
‘21~
‘21~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20~
‘20~
‘20~
‘20~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등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20~
‘20~
‘21~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1~
‘21~
‘21~

과기정통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20~
‘20~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1~
‘20~

추진 과제
(전략1) (국민) 더 편리해지는 일상생활
1-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업무 수행
1-1-1. 디지털 신원증명
1-1-2.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1-1-3. 비대면 평가
1-2. ICT를 활용한 업무방식 개선
1-2-1. 골목길 배송
1-2-2.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활용
1-2-3. 안심터치
1-2-4. 산업현장 XR 활용
1-3.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
1-3-1. 닥터앤서 2.0
1-3-2. 헬스케어
1-3-3. 원격의료
1-3-4. 여가‧생활 플랫폼
1-3-5. 안전제어

(전략2) (기업)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2-1. 비대면 기술경쟁력 강화
2-1-1. 기술개발
2-1-2. 전문인재 양성
2-1-3. 디지털 오픈랩
2-1-4. 표준화
2-2. ICT 기반 비대면 기업 육성
2-2-1. 비대면 솔루션 기업 육성
2-2-2. 비대면 서비스 기업 육성
2-2-3. 비대면 기술별 전문기업 육성
2-2-4. 비대면 제조기업 육성
2-3. 글로벌 산업협력 활성화
2-3-1. 해외진출 플랫폼
2-3-2. 현지 사업화
2-3-3. 비대면 분야 협력이슈 발굴

(전략3) (사회) 더 튼튼해지는 보안과 법제도
3-1. 정보보안과 사이버방역
3-1-1. 비대면 솔루션 보안 점검
3-1-2.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3-1-3. 국가 사이버방역 체계 확충
3-2.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3-2-1. 디지털 격차해소
3-2-2. 이용자 보호
3-3.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
3-3-1. 법적 체계 구축
3-3-2. 비대면 산업 통계

❍ 제주의 대응방향
- 이번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은 디지털뉴딜을 기본 골
자로 하면서, ICT 기술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그린뉴딜에서 제시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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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도민과 관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기업과 관련하여 지역내
ICT 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법·제도와 관련하여 특별법과 빅데이
터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

- 제주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빅데이터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하여 ICT 기술의 지역 전파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관광객들에게 ICT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제주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1/26) / 강영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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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문화체육

 마이스업계, 코로나19 시대 혁신 방안

관광부

 마이스업계, 코로나19 시대 혁신 방안 논의
 제주 골프장 ‘코로나 특수’... 지난달 방문객 28만명‘역대 최다’

문화체육
관광부
경향신문

2020.11.24
2020.11.24
2020.11.23

 마이스업계, 코로나19 시대 혁신 방안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인천관
광공사(사장 민민홍)가 주관하는 ‘2020 한국 마이스 박람회(KOREA MICE EXPO)’가 11월 24
일(화)부터 27일(금)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와 공식 누리집(www.koreamiceexpo.com)’
에서 개최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
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박람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 국내외 마이
스 기업 화상 상담회의, ▲ 국제회의, ▲ 마이스 기업 온라인 전시, ▲ 회의기술 및 관
광벤처 기업 시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상담회, 전시 등의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개
막식, 국제회의 등 현장 참가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한 행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전 예약자만 전자출입명부 확인 등을 통해 출입

- 11월 24일(화) 개막식에서는 ‘새로운 경험, 가능성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부회장 카렌 춥카가 강연하고, 업계 간 교류, 최신 마이스 산업 동향을 논
의하는 자리를 마련. 특히, 비대면 회의 수요 급증에 따라 안내 로봇의 안내와 안면 인
식 기술을 통한 참가자 등록과 입장,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램) 시연 등 첨단 회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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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연

- 11월 24일(화)과 25일(수)에는 국제회의가 행사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등의 첨단 정보통신(IT) 기업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술 업체,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이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회의기술의 확장 가능성, 마이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

❍ 제주의 대응방향
- 지난 10월 30일 ‘2020 제주 버추얼 포럼’ 등 관광 분야 온라인 세미나 등 비대면 시대
관광정보의 공유와 콘텐츠의 제공 등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마이스산업의 새로운 전략이
더욱 공격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11/24) /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마이스업계, 코로나19 시대 혁신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가 주관하는 ‘2020 한국 마이스 박람회(KOREA MICE EXPO)’가 인천광역시 송도 컨
벤시아와 공식 누리집(www.koreamiceexpo.com)’에서 개최됨

-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박람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
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국내외 마이스 기업 화상
상담회의, 국제회의, 마이스 기업 온라인 전시, 회의기술 및 관광벤처 기업 시연회 등의 행
사를 진행함

- 개막식에서는 ‘새로운 경험, 가능성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회장
카렌 춥카가 강연하고, 업계 간 교류, 최신 마이스 산업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특히, 비대면 회의 수요 급증에 따라 로봇 안내와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참가자 등록과
입장,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램) 시연 등 첨단 회의기술도 선보임

- 국제회의는 행사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등의 첨단 정보통신(IT) 기업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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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이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회의기술의 확장 가능성, 마이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을 논함

-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화상 상
담회의도 열림. 특히 중국 대형여행사 ‘트립닷컴’ 등 총 30개국 구매자 300여 명과 국내
220여 개의 마이스 기업·단체 판매자가 참가해 화상회의 2,000여 회를 진행함

- 공식 누리집에서는 이색 회의명소 등 6개 주제별 온라인 전시관도 만들어 국내 마이스 기
업과 단체 220개의 홍보관을 운영해 판촉을 벌임. 주요 참가 기업 및 단체는 지역 마이스
에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17개, 마이스 시설에 서울 코엑스, 고양 킨텍스, 송도 컨
벤시아 등 73개, 마이스 서비스에 한국마이스협회, 한국피시오(PCO)협회, 이지피엠피 등 56
개, 디지털 기술에 오픈부스, 이벤터스 등 25개, 지역 이색 회의명소에 국립중앙박물관, 남
이섬 등 19개 등이 참여함

❍ 제주의 대응방향
- 코로나 이후 제주지역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사회적 위기
시 마이스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도입과 논의가 필요함

- 제주지역의 디지털 기반을 점검하고 활용 역량을 키워 제주지역 마이스산업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11/24) / 현혜경 책임연구원

 제주 골프장 ‘코로나 특수’... 지난달 방문객 28만명‘역대 최다’
- 연말까지 예약 대부분 마감
- 고객 몰리자 요금 인상 눈총도

❍ 주요 내용
- 지난달 제주지역 골프장을 찾은 사람이 ‘코로나19 특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지역 골프장(30곳) 내장객이 28만160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
일 밝혔음.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27.5% 증가한 수치. 월 단위로는 최근 10년간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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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임

-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이 줄고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자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대거 제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
수를 누리고 있는 셈임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지역 골프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골프장이 연말까지 예약이 마감됐음

- 그러나 상당수 골프장이 고객이 몰리는 틈을 타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를 인상하는
등 잇속 챙기기에 나서면서 눈총을 받고 있음

-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골프장의 가격 인상과 지역민 예약을 잘 받지 않는 도
민 홀대, 도민 할인폭 감소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과 1년 전엔 영업이 안 된다면서 행정과 간담회를 하고 도움
의 손길을 내밀더니 몇 달 사이 사정이 바뀌자 괘씸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에서 골프장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와 회원제
변칙 운영, 재산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음

❍ 제주의 대응방향
- 전국 골프장 요금을 비교(2019년 1월 기준)해 보면 수도권 및 강원권 등을 제외한 비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과 영남일부 지역보
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특수로 도내 골프장들은 내장객이 전년대비 최소 40% 이상 증가하자, 일부 골
프장에서는 골프비용을 인상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도내 골퍼에 대한 역차별(부킹,
도민할인에 한계)이 생기면서 도내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향후 개
별소비세 면제(현재 75% 면제)에 대한 설득명분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골프비용 인하로 타 지역과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출처 및 동향작성자 : 경향신문(2020/11/23)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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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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