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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각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실시함. 평가 대상은 주요 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부

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처들의 업무수행 능력도 평가하였음.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

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 일정 : 2019년 4월 5일 (금) ~ 4월 12일 (금), 7일간

○ 조사내용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평가

- 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수행 평가 

○ 조사방법 : 전자우편 설문조사

○ 응답자 :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정책 전문가 310명

전문분야 응답자수 응답비율(%) 전문분야 응답자수 응답비율(%)

경영학 132 42.6 사회복지학 9 2.9

경제학 62 20.0 행정학 8 2.6

법학 40 12.9 사회학 5 1.6

정치학 16 5.2 이학 5 1.6

공학 13 4.2 기타 20 6.5

합계 : 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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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표1. 주요 정책 평가

단위: 명, %

　
1

(못함)
2 3 4 5 6 7 8 9 10

(잘함)
합계 평균

국
정
운
영

응답수 46 32 36 27 21 25 34 40 34 15 261
5.1 

비율 14.84 10.32 11.61 8.71 6.77 8.06 10.97 12.90 10.97 4.84 100

누
적

수 46 78 114 141 162 187 221 261 295 310

비율 14.8 21.5 367 45.4 52.2 60.3 71.3 84.2 95.2 100

○ 전문가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점수는 10점 만점에 겨우 5.15점으로 평가되었음. 응답 수

는 대부분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1점’은 46명(14.84%)로 가장 높은 응답수를 보였음. 3점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도 114명(36.77%)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하지만 8점이라고 평

가한 응답자는 40명(12.90%), 9점으로 평가한 응답자 34명(10.97%)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

남.

○ 응답자들은 추가 응답을 통해서 재벌, 부동산, 권력기관 등에 대해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평가했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이기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제라

도 개혁정책으로 국민의 열망을 실현 해주길 촉구하였음. 최근 벌어지는 인사 정책 실패에 대한 쓴소

리가 많았으며, 관료의 개혁을 해서도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답변들이 있었음. 단기적 정책에

만 머물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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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주요 정책 평가

단위: 명, %

　
1

(못함)
2 3 4 5 6 7 8 9 10

(잘함)
합계

전체 평균

평균

인사
정책

응답수 71 59 35 23 26 30 24 28 8 6 310
3.94  

5.0

비율 22.90 19.03 11.29 7.42 8.39 9.68 7.74 9.03 2.58 1.94 100

일자
리

응답수 70 42 37 19 40 30 29 29 8 6 310
4.15  

비율 22.58 13.55 11.94 6.13 12.90 9.68 9.35 9.35 2.58 1.94 100

권력
기관

응답수 32 44 39 23 29 32 36 34 30 11 310
5.06  

비율 10.32 14.19 12.58 7.42 9.35 10.32 11.61 10.97 9.68 3.55 100

적폐
청산

응답수 43 27 29 18 33 24 26 47 39 24 310
5.53  

비율 13.87 8.71 9.35 5.81 10.65 7.74 8.39 15.16 12.58 7.74 100

남북
한미

응답수 47 20 24 15 18 12 28 47 50 49 310
6.11  

비율 15.16 6.45 7.74 4.84 5.81 3.87 9.03 15.16 16.13 15.81 100

개인
정보

응답수 30 21 34 21 62 33 40 38 24 7 310
5.28  

비율 9.68 6.77 10.97 6.77 20.00 10.65 12.90 12.26 7.74 2.26 100

2.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남북 및 한미관계’로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음. 그다음으로는 ‘적폐 청산’ 5.33점, ‘개인정보 정책’ 5.28점 순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평균 점수는 높았으나 1점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10점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평가가 극단으로 나뉘는 특징이 있음. ‘적폐 청산’도 평점은 높으나 최빈도 

응답은 1점으로 평가가 나뉘는 것으로 보임. 

○ 잇따른 인사 문제로 인하여 인사정책은 3.94점으로 가장 낮게 받았음. 일자리 정책도 4.15 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음. 인사와 일자리 정책은 1점으로 응답가가 70명(20%)를 넘는 수치

를 보여 실망감이 엿보임.  

○ 7가지 정책의 전체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03으로 간신히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인

사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낮은 평가로 이어졌음. 대부분 5점대로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한 평가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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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동산 세부정책 정책 평가

단위: 명, %

　 1
(못함)

2 3 4 5 6 7 8 9 10
(잘함)

합계
전체 평균

평균

예타
면제

응답 수 74 49 42 27 26 25 29 24 10 4 0
3.9 

4.3 

비율 23.9 15.8 13.6 8.7 8.4 8.1 9.4 7.7 3.2 1.3 100

공시
가격

응답 수 45 45 42 22 31 30 39 33 17 6 0
4.6  

비율 14.5 14.5 13.6 7.1 10.0 9.7 12.6 10.7 5.5 1.9 100

공공
주택

응답 수 43 36 53 30 38 35 35 27 10 3 0
4.4  

비율 13.9 11.6 17.1 9.7 12.3 11.3 11.3 8.7 3.2 1.0 100

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10점 만점의 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음.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는 평균 점수 3.91점으로 낙제점이며, 165명(54.82%)이 3점 이하로 평가하였음. 특히 1점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74명(23.87%)으로 응답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평균 4.6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2점 

이하로 평가한 전문가는 90명(30%)에 달했음. 공시가격 문제 제기는 지속됐지만 적극적인 개선의지

가 보이지 않아 실망한 것으로 엿보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도 평균 4.44점으

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음.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32점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해도 

낮은 점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이 엿보임 특히 예타 면제의 경우 인사정책 점수보다

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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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재벌개혁 세부 정책 평가

단위: 명, %

　
1

(못함)
2 3 4 5 6 7 8 9 10

(잘함) 합계
전체 평균

평균

경제력
집중
해소

응답

수
43 44 46 39 36 25 34 25 12 6 310

4.39 

4.6

비율 13.87 14.19 14.84 12.58 11.61 8.06 10.97 8.06 3.87 1.94 100

정경
유착
근절

응답

수
44 43 38 34 34 25 33 39 14 6 310

4.61
비율 14.19 13.87 12.26 10.97 10.97 8.06 10.65 12.58 4.52 1.94 100

사익
편취
근절

응답

수
36 41 40 35 23 32 43 33 20 7 310

4.84
비율 11.61 13.23 12.90 11.29 7.42 10.32 13.87 10.65 6.45 2.26 100

4.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 

○ 재벌개혁 정책도 대부분 10점 만점의 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음. 그 중 ‘경제력 집중 해소’는 

4.39점으로 재벌개혁 정책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77명(24.84%)의 전문가가 2점 이하로 평

가하였음. 

○ ‘정경유착 근절’은 4.61점으로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음. ‘정경유착 근절’도 77명(24.84%)의 전문가

가 2점 이하로 평가하였음. ‘사익편취 근절’은 4.84점으로 5점 이하의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음. 최

빈도 응답을 보인 평가는 7점(43명, 13.87%)이지만, 3점 이하의 평가가 117명(37.74%)가 많아서 전

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임. 

○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61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정책과 비교해도 

낮은 점수임. 재벌개혁 요구가 강했던 국민 열망에 비해 정부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대

해 전문가들은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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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처 평가 
단위 : 명, %

　

　

잘한부처 못한부처

응답수 비율 순위 응답수 비율 순위

대통령비서실 17 5.48 4 75 24.19 1

국무총리실 54 17.42 1 0 0.00 28

기획재정부 10 3.23 10 15 4.84 9

교육부 6 1.94 18 39 12.58 2

고용노동부 1 0.32 33 16 5.16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3.55 9 5 1.61 13

국방부 7 2.26 15 5 1.61 13

국토교통부 13 4.19 6 17 5.48 5

농림축산식품부 6 1.94 18 6 1.94 12

문화체육관광부 2 0.65 29 0 0.00 28

법무부 5 1.61 21 24 7.74 3

보건복지부 9 2.90 11 3 0.97 17

산업통산자원부 5 1.61 21 1 0.32 22

여성가족부 3 0.97 26 17 5.48 5

외교부 13 4.19 6 17 5.48 5

중소벤처기업부 4 1.29 23 3 0.97 17

통일부 22 7.10 3 3 0.97 17

해양수산부 4 1.29 23 0 0.00 28

행정안전부 28 9.03 2 0 0.00 28

환경부 3 0.97 26 8 2.58 11

공정거래위원회 8 2.58 14 12 3.87 10

국가인권위원회 13 4.19 6 3 0.97 17

국민권익위원회 9 2.90 11 0 0.00 28

금융위원회 6 1.94 18 3 0.97 17

방송통신위원회 0 0.00 35 1 0.32 22

검찰청 2 0.65 29 24 7.74 3

경찰청 0 0.00 35 5 1.61 13

관세청 7 2.26 15 0 0.00 28

국가보훈처 3 0.97 26 1 0.32 22

국가정보원 1 0.32 33 1 0.32 22

국세청 7 2.26 15 0 0.00 28

방위사업청 2 0.65 29 0 0.00 28

병무청 4 1 23 1 0 22

식품의약품안전처 2 0.65 29 4 1.29 16

조달청 9 2.90 11 0 0.00 28

통계청 14 4.52 5 1 0.32 22
합계 310 100 　 310 100 　

5. 문재인 정부 부처 평가

○ 부처 평가에서는 잘한 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54명(17.42%)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다음으

로는 행정안전부 28명(9.03%), 통일부 22명(7.10%) 순임. 가장 못한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75명

(24.19%)가 뽑혔으며, 교육부 39명(12.58%), 법무부와 검찰청이 24명(7.74%)로 평가되었음.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잘한 부처로 17명(5.58%)로 4순위로 꼽혀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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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발  표 I

문재인�정부� 2년� 공약�이행�평가�결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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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2019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라를 나라

답게’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

민국’이라는 4대 비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공약

을 제시하였음

￭ 공약에는 임기 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수단이 담겨 있

음. 

○ 정부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올바른 공약을 제시

하고, 제시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임

○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공약한 30개 영역의 세부 공약 이행을 분석하여 남은 임

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공약 이행을 평가하였음  

2  평가 개요

1. 평가 기간

○ 2019년 3월 11일～4월 12일

2. 평가 방법 

○ 세부 공약별 담당 부처 정보공개청구

○ 부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 기사검색 및 부처 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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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비전 12대 약속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복지·교육 강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완전이행 ￭ 모두 이행한 경우

○ 부분이행
￭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 입법예고, 예산이 책정되고,

￭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진행 또는 계획이 있는 경우

○ 후퇴이행 ￭ 부분적으로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경우

○ 미이행

￭ (진행 중)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계획 없음) 아직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 판단 불가
￭ 공약이 추상적 또는 모호해 공약이행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평가대상 공약

○ ‘나라를 나라답게’ - 4대 비전 /12대 약속 / 30개 영역 / 201개 분야 / 1,169개 세부 공약

4. 평가 기준

공약의 평가는 아래의 5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음 

※ 여러 영역에 중복된 공약은 1개 공약만 평가했고, 1개 공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으로 분리

해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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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약 이행 평가 분석
        공약 이행 평가 세부 내용은 p.109 별첨

1. 공약 이행을 살펴보면, 

○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은 191개 16.3%에 불과함, 부분이행은 654개 55.9%, 후퇴이행은 

20개 1.7%, 미이행은 24.6%인 287개 공약임. 

○ 완전이행이 집권 1년 차 12.3%에 비해 4% 늘어난 16.3%에 불과함. 다만 부분이행을 합한 공약 이

행은 72.7%로 1년 차 54.7%에 비해 18.0%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음. 

○ 완전이행률이 가장 높은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36.9%, ‘일자리창출’ 

29.3%, ‘교육의 국가책임’ 25.6%, ‘적폐청산’ 23.7%,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3.7% 순임. 

○ 공약 이행이 부분이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완전이행을 위한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2. 공약 미이행률을 보면, 

○ 미이행인 공약이 24.6%에 달함.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토 중

인 공약이 많았음.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행 방안

을 마련해야 함. 

○ 영역별로 미이행률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72.2%, ‘민주·인권회복’ 57.7%, ‘권력기관 개혁’ 

51.9%, ‘국민 휴식권 보장’ 50.0%, ‘저출산·고령화 대책’ 36.4%으로 나타났음. 반면, ‘중소·중견기

업 육성’ 2.3%, ‘교육의 국가책임’ 8.9%, ‘사회적 차별 해소와 약자 지원’ 12.0%, ‘주거문제 해소’ 

12.5%, ‘성평등한 대한민국’ 12.5%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1년 차와 비교하면 미이행률이 낮아졌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인 ‘강하고 평화로운 대

한민국’ 중 평화통일 영역은 완전이행된 공약이 전혀 없음. 해당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완전이행된 공약이 없다는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를 의심하

게 함. 특히 국방 분야의 ‘군의 문민화’ 공약은 임기 초반 군의 문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임기

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기조가 완전히 후퇴했음. 공약의 이행과 더불어 그 공약의 기조를 꾸준하

게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함.

3. 영역별로 보면, 

○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인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며,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영

역이 1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23.7% 완전이행률을 나타냈음.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육

성’ 영역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많아,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을 위한 공약보다는 단순한 지

원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남은 임기 동안 경제구조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법·제도 



- 20 -

개선에 나서야 함.

○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산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분야는 88.0%의 결과를 나타낸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분야임. 완전이행율은 떨어지지만, 부분이행율이 78.6%로 매우 높은 결

과임.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1년 차와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많

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완전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분이행이 높은 영역은 89.1%의 ‘살기 좋은 농산어촌’, 84.0%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

원’, 81.3%의 ‘주거문제 해소’로 나타남.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수치로는 높은 공약 이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과는 동떨어져 있음. 특히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화 됨. 공약 이행을 수치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 공약이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해 전환하는 자세도 필요함. 

4. 공약 증감현황을 보면,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0개, ‘경제민주화’ 6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5개, ‘중소·중견기업

육성’ 4개,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4개, ‘문화·예술·체육’ 4개 등 완전이행된 공약이 52개 늘었

지만, ‘책임국방’ 1개와 ‘국익우선 협력외교’ 1개의 완전이행에서 부분이행으로 변경됨. 

○ 완전이행에서 부분이행으로 후퇴한 과제는 <국방의 문민화 적극추진>으로 1년 차에서는 송영무 장

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실장급 5개 직위 모두 민간 공무원이나 민간인 출신이었으나, 2년 차에서는 

정경두 장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등 다수의 직위를 군 인사로 대체함. 또한, <한일관계를 역사문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 추진> 과제는 역사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동

시 추진이 불가능해 부분이행으로 변경함. 

○ 부분이행 증감은 ‘교육의 국가책임’ 27개, ‘생활안전 강화’ 12개, ‘미래성장동력 확충’ 9개, ‘빈곤탈

출·의료비 절감’ 9개, ‘문화·예술·체육’ 9개 등 157개 공약이 늘어남. 반면, ‘교육의 국가책임’ 30

개, ‘문화·예술·체육’ 15개, ‘노동 존중 사회실현’ 14개, ‘경제민주화’ 13개, ‘생활안전 강화’ 11개 

등 총 204개가 줄어듦.

5. 세부 의제를 보면, 

○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핵심 조항이 빠지

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수단들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음. 그 때문에 공약 이행률보다 실제 이행에 따

른 효용이 낮으며, 재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낮음. 이에 성공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경

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공약에서 빠진 내용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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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조속히 설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

찰을 개혁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함. 부동산 분야는 현재 

부분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제도화해 서민의 주거안

정에 힘써야 함.

○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함.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는 공약 

사항으로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조속히 이행해야 함.

○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의 실제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총 5개 분야(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

출·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는 평균 완전이행률이 

5.1%에 머무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체감을 낮게 만들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률 평가를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적극적인 협조를 했으나, 일부 부처는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자료 공개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단순히 성과 몇 줄과 내년도 업무계

획 몇 자료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저조한 이행 결과와 무관치 않음. 특

히 국방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정보부존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이전에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례도 있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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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약 이행 평가 결과

12대 약속 30개 영역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이행
판단
불가

합 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 적폐청산 9 13 1 15 0 38

2. 권력기관 개혁 2 9 2 14 0 27

3. 정치·선거제도 개혁 4 1 0 13 0 18

합  계 15 23 3 42 0 83

16.9% 27.7% 3.6% 50.6% 0.0% 100%

공정한 
대한민국

4. 경제민주화 24 16 3 21 1 65

합  계 24 16 3 21 1 65

36.9% 24.6% 4.6% 32.3% 1.5% 100%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5. 민주·인권 회복 2 9 0 15 0 26

합  계 2 9 0 15 0 26

7.7% 34.6% 0.0% 57.7% 0.0% 100%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6. 일자리 창출 17 21 0 19 1 58

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3 10 0 11 0 24

8. 노동 존중 사회실현 5 18 2 11 5 41

합  계 25 49 2 41 6 123

20.3% 39.8% 1.6% 33.3% 4.9% 100%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9. 미래성장동력 확충 3 49 0 11 0 63

10.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6 15 1 11 0 33

11. 중소·중견기업 육성 21 21 1 1 0 44

12. 과학기술(R&D 진흥) 6 12 0 13 3 34

합  계 36 97 2 36 3 174

20.7% 55.7% 1.1% 20.7% 1.7% 100%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3.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8 24 0 10 0 42

14. 살기 좋은 농산어촌 2 57 0 4 1 61

합  계 10 81 0 14 1 103

9.7% 78.6% 0.0% 13.6%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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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15. 저출산·고령화 대책 1 13 0 8 0 22

합  계 1 13 0 8 0 22

4.5% 59.1% 0.0% 36.8% 0.0% 100%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16.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 33 1 7 2 45

17. 주거문제 해소 2 26 0 4 0 32

18.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 21 0 3 0 25

19. 생활비 절감 1 11 1 3 0 16

20. 국민 휴식권 보장 1 3 0 4 0 8

21. 교육의 국가책임 23 58 1 8 0 90

합  계 30 152 3 29 2 216

13.9% 70.4% 1.4% 13.4% 0.9% 100%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2. 책임 국방 3 14 0 6 1 24

23. 국익 우선 협력외교 4 10 0 4 0 18

24. 평화통일 0 9 0 11 0 20

합  계 7 33 0 21 1 62

11.3% 53.2% 0.0% 33.9% 1.6% 100%

안전한 대한민국
25.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8 41 3 13 1 76

26. 생활 안전 강화 6 35 0 8 0 48

합  계 24 76 3 21 1 124

19.2% 60.8% 2.4% 16.8% 0.8% 100%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27. 성평등한 대한민국 3 25 0 4 0 32

2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8 22 1 14 0 45

합  계 11 47 1 18 0 77

14.3% 61.0% 1.3% 23.4% 0.0% 100%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29. 문화·예술·체육 6 47 2 16 0 71

30. 언론 0 11 1 5 2 19

합  계 6 58 3 21 2 90

6.7% 64.4% 3.3% 23.3% 2.2% 100%

총  합  계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이행
판단
불가

합계

191 654 20 287 17 1169

16.3% 55.9% 1.7% 24.6%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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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공약 이행률(%)

12대 약속 30개 영역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 적폐청산 23.7 34.2 2.6 39.5 0.0

2. 권력기관 개혁 7.4 33.3 7.4 51.9 0.0

3. 정치·선거제도 개혁 22.2 5.6 0.0 72.2 0.0

공정한 대한민국 4. 경제민주화 36.9 24.6 4.6 32.3 1.5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5. 민주·인권 회복 7.7 34.6 0.0 57.7 0.0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6. 일자리 창출 29.3 36.2 0.0 32.8 1.7

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12.5 41.7 0.0 45.8 0.0

8. 노동 존중 사회실현 12.2 43.9 4.9 26.8 12.2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9. 미래성장동력 확충 4.8 77.8 0.0 17.5 0.0

10.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18.2 45.5 3.0 33.3 0.0

11.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47.7 2.3 2.3 0.0

12. 과학기술(R&D 진흥) 17.6 35.3 0.0 38.2 8.8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3.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19.0 57.1 0.0 23.8 0.0

14. 살기 좋은 농산어촌 3.1 89.1 0.0 6.3 1.6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15. 저출산·고령화 대책 4.5 59.1 0.0 36.4 0.0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16.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4.4 73.3 2.2 15.6 4.4

17. 주거문제 해소 6.3 81.3 0.0 12.5 0.0

18.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84.0 0.0 12.0 0.0

19. 생활비 절감 6.3 68.8 6.3 18.8 0.0

20. 국민 휴식권 보장 12.5 37.5 0.0 50.0 0.0

21. 교육의 국가책임 25.6 64.4 1.1 8.9 0.0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2. 책임 국방 12.5 58.3 0.0 25.0 4.2

23. 국익 우선 협력외교 22.2 55.6 0.0 22.2 0.0

24. 평화통일 0.0 45.0 0.0 55.0 0.0

안전한 대한민국
25.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3.7 53.9 3.9 17.1 1.3

26. 생활 안전 강화 12.2 71.4 0.0 16.3 0.0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27. 성평등한 대한민국 9.4 78.1 0.0 12.5 0.0

2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7.8 48.9 2.2 31.1 0.0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29. 문화·예술·체육 8.5 66.2 2.8 22.5 0.0

30. 언론 0.0 57.9 5.3 26.3 10.5

합계 16.3% 55.9% 1.7% 24.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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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1년 차 대비 공약 증감 현황

12대 약속 30개 영역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 적폐청산 +3 -1 0 -2 0

2. 권력기관 개혁 +1 +7 +1 -9 0

3. 정치·선거제도 개혁 0 0 0 0 0

공정한 대한민국 4. 경제민주화 +6 +5 +2 -13 0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5. 민주·인권 회복 +2 +7 -1 -8 0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6. 일자리 창출 +3 +3 0 -4 -2

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1 +3 0 -3 -1

8. 노동 존중 사회실현 +3 +5 +2 -14 +4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9. 미래성장동력 확충 +1 +9 0 -9 -1

10.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1 0 +1 -2 0

11. 중소·중견기업 육성 +4 +2 0 -6 0

12. 과학기술(R&D 진흥) 0 +7 0 -5 -2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3.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4 +1 0 -5 0

14. 살기 좋은 농산어촌 0 +8 -1 -7 0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15. 저출산·고령화 대책 0 +5 -1 -4 0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16.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0 +9 +1 -6 -4

17. 주거문제 해소 +1 +6 0 -6 -1

18.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0 +6 0 -6 0

19. 생활비 절감 0 +3 +1 -4 0

20. 국민 휴식권 보장 0 0 0 0 0

21. 교육의 국가책임 +3 +27 +1 -30 -1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2. 책임 국방 -1 0 0 0 +1

23. 국익 우선 협력외교 -1 +3 0 -2 0

24. 평화통일 0 +5 0 -5 0

안전한 대한민국
25.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0 -2 0 -8 0

26. 생활 안전 강화 0 +12 -1 -11 0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27. 성평등한 대한민국 0 +5 0 -5 0

2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5 +5 0 -7 -3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29. 문화·예술·체육 +4 +9 +2 -15 0

30. 언론 0 +8 0 -8 0

합계 +50 +157 +7 -204 -10



○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완전이행률 비교

12대 약속 30개 영역 1년 차 이행률(%) 2년 차 이행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 적폐청산 15.8 23.7

2. 권력기관 개혁 3.7 7.4

3.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22.2

공정한 대한민국 4. 경제민주화 27.7 36.9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5. 민주·인권 회복 0.0 7.7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6. 일자리 창출 24.1 29.3

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8.3 12.5

8. 노동 존중 사회실현 4.9 12.2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9. 미래성장동력 확충 3.2 4.8

10.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15.2 18.2

11.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47.7

12. 과학기술(R&D 진흥) 17.6 17.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3.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9.5 19.1

14. 살기 좋은 농산어촌 3.1 3.1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15. 저출산·고령화 대책 4.5 4.5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16.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4.4 4.4

17. 주거문제 해소 3.1 6.3

18.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4.0

19. 생활비 절감 6.3 6.3

20. 국민 휴식권 보장 12.5 12.5

21. 교육의 국가책임 22.2 26.6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2. 책임 국방 16.7 12.5

23.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22.0

24. 평화통일 0.0 0.0

안전한 대한민국
25.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0.5 23.7

26. 생활 안전 강화 12.2 12.2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27. 성평등한 대한민국 9.4 9.4

2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6.7 17.8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29. 문화·예술·체육 5.63 8.5

30. 언론 0.0 0.0

합계 12.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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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발  제 I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 평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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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 평가

조진만(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가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민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적 평가의 기저에 어떠한 요인

들이 작용하는가를 잘 파악하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일이 되던 시점과 1년이 되던 시점에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두 번의 평가 작업에서 국정 운영 부문의 발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과거 발표문을 다시 한 번 차근히 읽어 보았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느꼈던 기대와 우려

가 다시 한 번 떠올랐다. 그 두 시기에 발표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반추해보는 형식으로 

발표문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그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에 저항하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속에서 출범한 특징을 보인다. 문재인 정

부는 이와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 임기 초반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의 조건을 활용하

면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비전과 개혁 조치 등을 가시화하고 추진하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의 기간에 한국 사회의 전반에 퍼져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들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을 등용하여 관련 개혁조치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요청, 부자 증세 추진,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의지 표명과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탈원전 추진 

등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 그리고 사회의 제반 기관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에 추진한 적폐 청

산과 각종 정책들에 대한 지지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

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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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국정 운영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이

다. 이 그림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응답자의 83.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진행한 적폐 청산 작업과 각종 개혁 정책 추진에 대

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

국의 전반적인 변혁을 요구한 촛불민심에 기반한 적폐 청산,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구상을 추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국정 운영 평가

        ※ [중앙일보] (2017/08/17).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상징되는 다수의 지지와 태극기로 상징되는 소수의 저항이

라는 대결과 갈등의 국면 속에서 출범한 정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

진한 적폐 청산은 그 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형성․강화․고착된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방점이 찍

혀 있다는 인식과 반발이 생겨날 여지도 존재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시기 발

표문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적폐 청산 작업이 불가피하게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폐

로 지목되는 세력이나 집단의 반발과 저항 역시 내재되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 하에서 그 반발과 저항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표출되거나 결집되고 있지

는 않다. 하지만 특정 국면과 기회가 도래하면 잠재되어 있던 반발과 저항이 표출되고 결집될 가

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책 어젠다

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타 정당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

든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 두기 내지는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통과 협

치에 기반한 정치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러한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추이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어느 정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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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즉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넘어가면서 서

서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오

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최근에 부

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추이: 2018~2019

 이와 같은 현상은 일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된 여론조사의 또 다른 결과는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그림 3>은 취임 100일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자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을 매우 높게 평

가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보다 

그 정책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

가한 것이었다. 

<그림 3>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점: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적 평가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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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2017/08/17).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모습은 리더십을 발휘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지나 합의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들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은 여전히 핵심적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당시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

다.    

 “정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과 관련한 의지

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집권 1년차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로 이번에 경실련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공약 평가의 결과를 보더라도 정치 분야의 공약에 

대하여 미이행된 것이 많다는 입장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

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적폐 청산을 기치로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혁

해달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기대 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집권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대와 지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집권 중

반으로 접어들어 이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경우 실망과 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치 분야에 대

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재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반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정치 분야의 개혁은 대통령과 여당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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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

에서는 개헌을 핵심으로 하여 정치 분야의 획기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21대 총선에서의 전폭적인 국민 지지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적폐 청산을 통하여 보수를 괴멸시키고자 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보수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과 갈등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는 부담감은 존재한다. 물론 남북한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의 대외적 환경이 이와 같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완충해주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난한 과정

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인지는 관건이다.“ 

<그림 4>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점(잘함)부터 10점(못함)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평균값임.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와 관련하여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인 <그림 4>를 보면 이

와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높았던 지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

재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미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들에서도 기대와 우려

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불거진 인사 논란과 경제 

정책의 성과 부진 등으로 인하여 관련 요인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당시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인사 문제는 항상 불거져온 나왔던 것이 사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발전된 

모습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인

사들을 내정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화된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

에 정치권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철저하게 이 인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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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되는 문제는 복지나 일자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성과 지속성이 떨어지

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복지, 세금, 최저임금 등의 정책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

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정책들에 대한 여야 정치

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차이를 보이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입법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을 지나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

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특수한 정치적 국면 속에서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 2년 차에 형성되고 여론의 동향은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

은 “낮아지는 기대감과 커지는 우려감”으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받았던 높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단기간에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수 야당의 비판과 저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제언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보다 좋은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임기 초반과 달리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

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가의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년 전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결론 부분에서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적

폐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피아 구분이나 상대적 차이를 초월하여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토대와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제시한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끄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즉 재벌 개혁을 하여도 경제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잘 설득하여 실행하고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

여줄 때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적폐 청산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

고 이를 통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집권 초기 밀월기

간에 시민들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하여 높은 기대감을 보일 때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와 같은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여야 정치권이 갈등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독자적인 조치들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어떻든 여

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개혁조치와 정책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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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당들 간의 협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대두

된다.” 

 이러한 우려와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집권하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이 존재하

지만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

다는 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과거의 적폐와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느낌도 받는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성, 지속성, 효과성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은 부족한 느낌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였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성찰할 시점이다. 그리고 더욱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할 상황이다. 시

민들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그 실망감은 너무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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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발  제 I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경제 평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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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발  제 I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평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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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평가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재인 정부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지탱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2014년에 여야가 야합해 고장 낸 주택 분

양시스템 등을 손보지 않았다.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주택정책은 50조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서울시에서 실패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기 때문으로 본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토건 사업을 늘려 3%대의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던 토건 중심의 부

동산정책을 택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값은 얼마나 뛰었나?

문재인 청와대 핵심참모와 부동산 관료들은 박근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1천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0만 호에 2억씩 400조 규모, 서울 땅값과 빌

딩 등 300조 원 수도권과 전국에 1,000조가 넘는 거품이 생겼다. 거품 커진 속도가 참여정부 박근혜 정

부보다 속도가 더 빨랐다.

거품이 커진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년 동안 50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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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기금 등 나랏돈을 투입 기존주택 등을 수리하는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낡은 주택가격부터 폭등했다. 

허름한 집이 뛰니 새집도 덩달아 뛰었다. 

“돈 빌려 집사라던” 박근혜 정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기점으로 삼아 2015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야가 야합해 고장 낸 시스템을 손대지 않았다. 

신도시의 토지는 논밭 임야 그린벨트까지 가격이 낮은 토지를 강제수용 국가는 독점적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확보된 공공택지는 저렴하다. 낮은 가격에 확보한 공공택지(논밭 임야 용도를 변경)의 절반 이상을 

미리 정한 가격에 추첨방식으로 주택업자에 넘긴다. 공모방식으로 대형업자에게 추첨으로 중소형업자와 특

정 기업에 임대(5년 10년 후에 분양)용도 택지마저 30%를 넘긴다. 그리고 공기업이 재벌소유 주택업자들

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 특혜를 제공 부패 유발형 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심각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1년 후엔 임대업자 등록하면 세금을 특혜를 주던 박근혜 정책보다 더 많은 세재 혜택을 제

공했다. 그리고 대출액까지 두 배로 늘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주었다. 다주택자 투기꾼들 “투기

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노무현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때 관료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었다. 과

거 정권 때 관료들 투기에 불을 붙였다. 투기세력들은 집 사재기했다.

구도시의 재개발과 뉴타운 재건축은 재벌의 먹잇감이다. 조합장이라는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뒷돈을 대주

면서 설계와 감리 사업의 전 과정을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조합설립과 추진위 단

계에서 OS요원 등을 동원 50% 이상 백지 위임장을 받아 놓는다. 

공사비는 물론 이주비 이사비 등을 대주고 엄청난 이익을 챙겨간다. 지분제 계약이라는 오염된 방식까지 

동원된다. 일단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분양이 생겨도 조합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재벌소유의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용(가구당 4억 무이자대출 4년 동안)으로 대출을 하는 

등 재벌들이 사실상 유사금융 행위도 한다. 부동산정책은 대출 규제 이외에 모든 정책이 재벌과 토건 업

자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태이다.

∎ 참여정부 시즌 2가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과 4대강 사업 등)

서울 집값의 폭등 사태는 예견된 현상이었다. 대통령이 1년에 10조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

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후보 시절 발표했고, 급하게 추진하려 했다. 꾼들은 참

여정부를 떠올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뉴타운 사업과 비교해 땅값 상승을 더 자극할 이유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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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개발해주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도 낸 세금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사업이 바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은평구 등 달동네 같은 곳들부터가 문재

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채당 5천만~1억 원가량씩 가격이 들썩였다. 빌라와 다가구주택 가리지 않고 

뛰었다. 정부는 서울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하고서 눈길을 지방으로 돌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집값이 뛰니까 괜찮은 지역의 집값들도 그 즉시 발동이 걸렸다. 가령 강북 

집값이 5천~1억이 오르면, 강남 집값은 2억~3억씩 뛴다. 먼저, 강남은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게다가 언론

들이 열심히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똘똘한 한 채” 등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도 다수 강

남에 살거나, 강남에 집을 한두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강남은 알고 있다.

∎ 서울시장 박원순의 책임도 컸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가을에 서울시장에 취임한 다

음 제일 먼저 했었던 일 중 하나가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를 ‘종 상향’을 시켜 특혜를 제공했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본래 2종 주거지역이었다. 2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곳을 3

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줬다. 



- 58 -

「송파 헬리오시티」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어서 작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12~16

평짜리 소형 아파트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1년에 평당 70만 원에 분양되었으니 한 채에 

1,000만 원쯤 했다. 

80년 초 1천만 원에서 2011년 7억 원이었고, 20억 원이 되었다. 200배가 뛰었다. 언제 뛰었냐? 2011

년까지는 7억 원가량이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재임 동안 13억 원이 뛰어올랐다. 이런 현상이 송파구 

가락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도 비슷하다. 

개포동은 5층짜리 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 35층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허용했다. 층수만 해도 7배가 

늘어났다. 땅은 단층만 지을 수 있느냐, 10층을 쌓을 수 있느냐, 100층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의 가치가 달라진다. 5층짜리를 헐고 35층짜리 허가하면 어찌 되겠나? 

∎ 박원순과 문재인 강남을 불로소득 주도성장의 견인차로 만들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강남땅 자체의 가치를 국가와 서울시가 앞장서서 높여주고 늘려주고 

키워줬기 때문이다. 땅의 가치를 뛰게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도 동반해 상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쌍끌이

를 해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개발과 서울역에서 용산 방향 철도 지하화 발표 그리

고 용산과 여의도 통째 개발 등 계획발표로 인해 용산과 여의도 영등포 등 서울 전체가 폭등했다. 

옥탑방을 나온 박원순 강북 경전철 등 토건 투자 확대 발표 강북 전역이 폭등했다. 2018년 정부가 대책

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다주택자들 집값의 80%를 대출받아 월세 보증금 끼고 ”갭투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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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재기하면 거래세 보유세 향후 양도세까지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이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이다. 

∎ 현재 분양제도로는 3기 신도시 건설은 쓸데없는 짓

부동산과 관련해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 첫째는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

해간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커졌던 거품을 뺀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3기 신도시 개발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 입주가 시

작되는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이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제 공급이 이뤄

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에서 2005년 8월 31일에 발표한 이른바 「8‧31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이었다. 그러나 공급이 시작된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다. MB정부 때는 미분양된 주택이 많았다. 그러

다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위례신도시의 집값이 강남 집값을 판교 신도시가 그러

했듯이 도리어 끌어올리면서 위례신도시 역시 강남에 버금가게 집값이 상승했다. 강남이 확대되고 마는 역

설적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수도권의 허파 그린벨트를 없애고 건설되는 신도시

수도권의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맡아온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을 강행하는 정책을 정치인 몇 명

과 공무원 몇 사람이 밀실에 몰래 그들끼리 결정을 해왔다. 그러니 개발정보만 빼내면 일확천금의 불로소

득을 일거에 횡재하는 일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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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등의 토지 강제수용 제도는 1980년의 저 악명 높은 국가 보위 입법 회의에서 전두환이 도입

한 제도이다. 전두환 정권이 남긴 이 제도가 없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왔다. 그 결과 현재

는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마저도 강제수용권을 행사한다. 심지어 재벌들이 골프장을 지을 때도 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제일 근본적 원인은 참여정부에 있다.

∎ “공기업도 장사다” 그 한마디 이후 (공기업 보유 4대 권력 사유화)

첫째는 토지 강제수용권이다. 둘째는 신도시 독점개발권이다. 셋째는 토지의 용도변경권이다. 논밭과 임야

를 택지나 상업용지로 바꿔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토지의 용도변경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개발이익에 

관한 정보독점권이다. 공기업은 막강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이윤을 앞세워 장사하면 안된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고 반박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원가를 공개라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2004년 6월 발언으로 공기업이 진짜로 장사

하는 곳이 돼버렸다. 

3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란 무엇인가? 그린벨트 논밭과 임야에다가 

아파트 짓는 일이다. 2~3백만 원짜리 땅값에 5백만 원쯤 하는 건물값을 합친 게 신도시 아파트의 원가이

다. 평당 원가는 8백만 원짜리 집을 수도권에서 평당 가격 1천 5백만 원 이상에 팔았다. 아파트의 적정이

윤을 건축비의 5% 정도로 산정해 왔다. 건축비 5백만 원에 5% 25만 원, 가구당 7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평당 600~700만 원의 마진을 챙기고 있다. 적정이윤의 무려 10배의 폭리를 재벌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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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공기업까지 챙겨간다. 현재 신도시는 공기업과 토건 귀족들의 배만 불린다.

∎ 주택 소유편중의 심화 사재기가 심각한 상태

우리나라에는 주택이 이미 2,320만 채가 지어져 있다. 가구 수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2,020만 가구

이다.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다. 여기에서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1,420만 명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 즉 900만 채나 되는 집을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상위 1% 11만 

명이 3.2채 35만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위 1% 14만 명이 6.7채 94

만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집을 사재기했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이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급확대 정책인 이유다. 900만 

채의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주택시장에 쏟아지게 하는 정책이 효과적 주택

공급 정책이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새로 지어질 집을 모두 합해도 30만 채에 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 900만 채에 30만 채를 얹는다고 해서 집값이 더 안정되겠나? 따라서 집값이 실제로 안정궤도에 진

입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등의 소비자 중심의 제도를 도입 

또는 부활해야 한다.

∎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된 까닭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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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언했던 이와 같은 대국민 약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각종 여론조사 지표

들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작하자 마치 출발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맹렬하게 폭주하기 

시작한 강남 집값과 서울 집값은 폭등했고,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를 공허한 말장난으로 만들고 말았다. 원

인은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관료들이 꽃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땀 흘리지 않고 놀고먹기만 해

도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은 기회의 평등과 양립하지 않는다. 과정의 공정

에 부합하기 어렵다. 경제정의 분배 정의에 어긋난다. 

저축은 100조 미만인데 불로소득은 무려 1천조

서울에는 현재 1천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수는 대략 3백만 채쯤 된다. 그중 

절반 넘는 200만 채가 아파트입니다. 이 200만 채에 이르는 아파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1채당 평균 2

억 원쯤 올랐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합산하면 4백조 원이 뛴 것이다. 이게 전부냐? 서울의 아파

트 이외의 주택, 상가, 빌딩 등이 통틀어 오른 금액이 또 2백조 원이다. 서울만 6백조 원의 땅값과 집값 

등이 치솟았다. 서울 6백조 원에 경기도와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전국에서 생겨난 금액을 더하

면 1천조 원이 훌쩍 넘는다. 1천조 넘는 부동산 기반의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어떻게 건전하고 정

상적인 경제성장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저축하는 액수가 100조 원이 채 안 될 것이다. 땀 흘려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러하다, 한데 아무런 노력 없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1천조 원이 생겨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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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동안 재벌 등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다. 

땅값이 참여정부에서 4천조 원 넘게 폭등했다. 전 국토의 지가가 4천조 원이 올라갈 만큼 대한민국 토지

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상승할 만한 호재가 나라 안팎에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해 거품이 생겼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거품이 줄어들었다. MB정부 5년 동안 전국 땅값

이 1천 2백조 원이 내려갔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 초기엔 땅값이 추가로 3백조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

다가 박근혜 정부 2년 차 2014년 말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 현재 여당이 된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

주연합 소속의 박기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

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박

기춘 전 의원은 분양대행업체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문제는 사람이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관료들도 중용했다. 금융, 세제, 공급과 분양 등 모든 정책

이 토건 업자와 투기꾼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겠나? 당연히 재벌과 투기세력

이다. 지난 10년 재벌은 부동산개발과 토건 기업 등을 13개에서 41개로 늘렸다. 또 토지를 10억 평 사

들이고, 5대 재벌이 보유 토지의 장부가액은 24조에서 75조로 3.2배가 늘었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쥐게 된다는 의미이다. 억대 연봉

은 기본이고,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고급 개발정보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어디에 투자하면 재미를 본다는 것도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게 된다. 그전에는 재야에서, 시민단체에서, 여

의도 언저리에서 춥고 배고픈 생활을 겪어온 다수의 짝퉁 진보 참여정부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물질적 토대와 정보망과 알짜 인맥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합류하거나, 권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리에 포진하니 부동산이 잡힐 리가 있겠나?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분석 중이다. 재산 현황이나 부의 축적과정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인사들과 본질적으로 거의 차별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집이 서너 채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청와대고, 내각이고 간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료 중에서 검

소하고 청빈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웬만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는 사람

들이, 시민운동에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산들이 많은지 정말 신기할 지경이다. 이들에게 

재산이 수십억은 돈도 아니게 보이는 듯하다.

어떠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르기 전까지는 얼마나 재산이 되는지를 평범한 시민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하지만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순간 시민운동가가 재산이 수십억 원이고, 교수가 집이 서너 채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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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려지게 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대관절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 증식했는

지를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 

설령 재산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정책을 입

안하는 자리에 임명하면 어찌 될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식에서 투기를 잡기는커녕 투기로 돈을 벌었

을 것 같은 인사들을 중대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정부 정책 라인에 줄줄이 앉혀놓았다. 이번 2기 내각에

도 부동산정책 주무 장관에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토건 사업을 늘리고 있다. 투기도 조장하고 있다. 토건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의도가 짙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도시재생 50조 원, 예타면제 24

조, 공공시설 48조, 민자 26조 등 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토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도 강남 삼성동에 현대차 105층 허가 추진

∎ 땅과 재벌 : 이명박 정권이 롯데에 7조 안겨줘

하늘을 향해 치솟은 123층 잠실 롯데월드를 건물은 MB정권에서 허가됐다. 이 땅은 ‘체비지’ 호수나 개천

을 매립해 생긴 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래 석촌호수가 있던 자리를 메워서 만든 곳이 잠실 제2롯데월

드이다.

잠실은 한강이 흐르던 곳이 호수가 되었다. 이곳 일대를 롯데그룹이 80년대 말 정부로부터 80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노태우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면서 매각을 종용했었다. 그러자 롯데 측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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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팠다가 메웠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허가

하여 800억 원으로 출발한 땅값이 무려 8조 원까지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정책들은 제2롯데월드 허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다. 재벌로 성장한 롯데는 본질

적으로 백화점과 마트 장사만으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정부의 특혜성 인허가 하나로 천문학적 불로소

득을 챙긴 기업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실태와 재산 형성 과정을 분석 중이다.

∎ 땅과 관료 : 문재인 정부도 2019년, 현대차에 105층 허가 

옛 한국전력 사옥 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까? 2019년 경제운영 대책에 그 해답은 나왔다. 용도변경 

특혜를 허가했다. 그리고 삼성역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재벌소유가 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 105층짜리 초

고층을 허가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이전의 핵심 목적은 수도권 과밀현상의 해소와 서울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꾀

하는 데 있다. 공기업들이 나간 자리를 재벌들이 차지한다면 그게 무슨 의의와 실효성이 있겠나? 문제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재벌 특혜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땅을 일례로 들어보겠다. 이곳은 3종 주거지역이었

다. 20층 건물이 있던 땅이었다. 공기업인 한전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특정 재벌기업이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가능토록 허가, 땅의 가치가 단숨에 10조 5천억 원으로 치솟았다.

10조 5천억 원이 된 땅에 세금부과 기준은 땅값이 오르기 전인 2조 5천억 원이었다. 세금을 덜 걷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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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제 거래가 10.5조에 거래했으면 10조 원짜리 땅이다. 그런데 왜 세금은 2조 5천억 원을 기준으

로 거둘까?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베풀어왔다. 정부가 현대차에 대한 특혜는 여기에 그

치지 않는다. 옛 한전 사옥과 한국종합전시장 근처의 영동대로 아래에다가 나랏돈까지 들여 대규모 지하도

시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토지 주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롯데 땅값도 올려주고, 삼성 땅값도 올려주고, 현대

차 땅값도 올려준다. 예타면제 24조 토건 사업을 추진하다. 12조 규모의 민자사업을 결정했다. 그야말로 

친재벌 정부가 아닌가?

경실련 조사 결과 재벌빌딩 백화점 호텔 등은 공시지가 35% 수준이고, 아파트는 시세의 70% 수준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후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38%이고, 공시가

격은 70%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40%이고, 아파트는 70%이다. 이런 잘못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으로 인해 지난 14년 동안 세금 70조가 덜 걷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으

려 하지 않는다. 지난 2년 부동산값 상승분조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주는 꼴이다. 이쯤 되면 나라에서 재

벌들 부자 만들어주려 한다고 봐야 한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제정책 노선을 견지하는데 집값 부동산값

이 안정될 리가 없다. 

∎ 신도시 역시도, 재벌 전용 돈방석

재벌에게 서울 한복판만이 특혜는 아니다. 신도시가 건설될 때면 신도시 안의 가장 노른자위 알짜배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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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항상 재벌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중심부의 토지를 LG 그룹에 아파트부지의 절반 이

하 가격에 넘겼다. 보수세력이건, 진보정권이던 재벌에게 경쟁하듯 특혜를 안겨준다.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과거 정권의 좋은 방식 부활해라>

첫 번째로 고장 난 금융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는 일은 물론이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부모 돈을 불법적으로 상속‧증여를 받아 투기하는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집값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까지 대출해줄 필요가 없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대출 한도를 전체 집값의 90%까지 허용해준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작년인 

2018년 9월 이전까지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심지어 집값의 85%를 대출해주었다.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관치금융은 근절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고장난 분양과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매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해 통제했다. 그린벨트 혹은 

임야에 새로운 집들을 신축할 때에는 주변 집값 시세의 절반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오랫동안 무

주택자로 지내온 국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 한번 새 아파트를 싼값에 공

급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줬다.

2006년 9월 25일에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짓는 집들을 1) 후분양제 도입, 2) 분양

원가 공개, 3) 분양가상한제 병행 실시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런 정책은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서울시가 분양 3종 세트를 도입 결과 송파구 장지동에서는 평당 분양원가가 800만 원이었다. 강서구 발

산동에서는 평당 분양원가가 600만 원이었다. 기존에 들어선 주변 아파트들 시세의 60% 수준에서 분양

가가 결정되어도 이익이 30% 넘는다는 사실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 발표한 3일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손석

희 씨가 진행하는 MBC 문화방송「100분 토론」 특집방송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 개혁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섰음에도 결국 후분양제만은 도입이 불발되고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

하는 것으로 2007년 4월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반값 아파트’ 등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2007년 개정 주택법에 반영했던 ‘반값 아파트’ 

법을 부활해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당론에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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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일에 당시 홍준표 의원이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여러 토론자가 한나라당의 공식적 당론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은 일주일 후에 반값 아파트를 

당론으로 관철했다.

건물만 분양받는 아파트가 싱가포르에서는 폭넓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4할을 웃돈다. 자본주의의 본류라는 미국 역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맨해튼 지역에도 많다. 서여의도 

금융가에 얼마 전에 건축된 국제금융센터(IFC)가 그와 같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IFC는 건물에만 

한정해 99년 동안 임대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가 필요 없다. 먼저 받아들이면 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이 많다. 당장 공

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시행해라. 그리고 후분양제와 민간 포함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

한제 등은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가능하다. 과거 야당 시장도 했던 것들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도 2년 내 부동산값 폭등을 해결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해결하지 못했

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정부를 배워라.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재벌개혁을 하겠다면 당장 과거 

노태우 정부도 했던 재벌 보유 토지 현황과 비업무용 토지보유 현황 등의 자료부터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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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토  론 I

문재인 정부 2년 통일·외교 평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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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근원적 비핵화 추진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 ○

남북한 시장 통합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남북경협 추진 ○

시장을 기초로 한 경제 통일 추진 ○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구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 실현 ○

남북기본협정 체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 ○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합의 도출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
운 틀을 마련

○

국회 비준동의와 국제 지지도 확보 ○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개선 ○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책 마련

○

남북  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

교류협력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 ○

합  계 (20개)
0 9 0 11 0

0% 45% 0% 55% 0%

30개 영역 공약 합계 16.3% 55.9% 1.7% 24.6% 1.5%

문재인 정부 2년 통일·외교 평가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평화통일 영역 공약 이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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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개

최하고 북미 간 핵협상의 막을 올리게 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한국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한 커다란 성과 

  -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라는 것을 해 보았다는 평가도 존재 

□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이후 북한의 행보·발언 등에서 드러났듯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한계를 노정

  - 더욱이 앞으로 북미협상이 정체되고 한반도 정세가 정체될 가능성

  - 나아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3. 평가 2: 공약 이행 관련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인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중 평화통일 영역은 부분 이행된 공약은 상당수 있지만 

완전이행된 공약은 전혀 없음. 

  - 해당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완전이행된 공약이 없다는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음.

□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있었음. 

  - 다만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 대다수 과제에서 추진이 미흡함. 특히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이행하

려는 노력이 아쉬움.

□ 공약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서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 다수 있음. 

  - ‘남북한 시장 통합과 점진적 통일 추진’과 같이, 현 정부 내 제대로 시작도 어려운 공약이 일부 있음. 

  - 공약을 만들고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성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함. 

□ 남북경협의 경우 정부는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김. 

  - 당장의 경협 재개가 어렵다면 향후 재개를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한 상황을 감안해 법·제도 개선과 기업인들 

방북 허가 등을 진행해야 함.

□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함. 

  - 정파별 입장차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국회 설득 작업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

부 계획 수립을 병행했어야 함.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평가 3: 전문가 평가 결과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310명 응답)

  - 일반 국정운영 7개 분야 중 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 즉 △국정운영, △인사정책, △일자리, △권력기관, △적폐 청산, △남북-한미, △개인정보 등 총 7개 분야에서 

남북-한미 관계가 6.11점(1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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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36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처 평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잘한 부처’로는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 최상위에 랭크. 다만 이 두 부처는 ‘못한 부처’로는 각각 17위와 5위

를 차지. 외교부는 ‘잘한 부처’와 ‘못한 부처’ 공히 상위에 올랐고, 통일부는 ‘잘한 부처’의 상위, ‘못한 부처’의 

하위에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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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토  론 I

문재인 정부 2년 민생·경제·부동산 평가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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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I 토  론 I

문재인 정부 2년 소통 평가

임광기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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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통 평가

임광기(SBS 논설위원)

취임 첫날부터 소통 행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문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첫 공식 외부행사로 야당 

당사 방문을 선택했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상대를 찾아 손을 내밀었고 이에 화답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분명 신선한 충격이었다. 국회에서  청와대로 들어갈 때는 지난 여러 달 

수백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 광장을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청와대에 도착해서는 새 대통령을 환영하는 청와대 경호팀을 포함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점심

은 구내식당에서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과 3천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관저에서 걸어서 비서동으로 출근

했고, 점심식사 뒤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참모들과 셔츠차림으로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 공공부

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들은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초등학교를 방문해서는 미세

먼지 대책에 귀기울였다. 5.18 기념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유족을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기자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직접 잡고 인사 발표와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예정에 없는 질의 응답까지 받

는 모습에 기자들마저 당황스러웠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두 보수 정권 때 소통에 목말라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런 탈권위와 

소통행보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케 했다. 이 때문에 취임 초 실

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80%를 넘어섰다. 실제로 취임 100

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무려 83.9%를 기록했다.(중

앙일보 여론조사)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문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긍정적인 항목으로 뽑

힌 분야가 36.8%를 얻은 ‘소통’이었다. 그만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 특히 소통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취임 2주년을 앞둔 현시점에 이같은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

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문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7%로 취임 100일 때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마저도 최근 강원도 산불 대처 능력 등으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상승한 것이 이 정도였다. 

특히 국정운영 중 가장 긍정적인 항목으로 꼽혔던 ‘소통’ 부문에 대한 평가는 2%대로 가장 하위 항목을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가 소통부문에 대한 절대평가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통에 

대한 평가가 크게 인색해졌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고 남은 3년 어떻게 해야 할까. 소통의 3대 축인 국민, 국회, 언론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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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

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

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끝부분이다. 문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을 넘어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

령’을 천명했다. 문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경호팀에는 국민

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수준의 경호’를 요청했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메시지였

다.

취임후 이틀만에 문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소통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주는 모습이었다. 오후에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안인 미세먼지 대책을 놓

고 학생,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은 대국민 소통의 상징이었다.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합니다’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대통령의 각종 행사에는 국민들이 참여했고 국민들에게 감동

을 안겨줬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고, 5.18 기념식에서는 유족을 포옹하며 눈

물을 닦아줬다. 야당에서는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박수를 보냈

다.

그러나 아쉬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북핵문제 등 외교 안보현안이 심각한데

다 경제문제마저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시간적, 심적 여유의 부족 탓인지 취임 초반에 비해 대국민 소

통의 행보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젊은층에 대한 변화된 소통의 프로토콜에 둔감해 이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여자아이스하

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였다. 남북화해라는 대의를 위해 선수개인의 참여 기회 축소가 기성세대에게는 당

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나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또 탈원전 정책이나 

건국절 논란, 4대강보 철거 문제 등은 진영논리 속에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받기

도 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수층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초심을 생각하며 보다 폭넓은 소통이 요구된다.

[대국회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 실질적인 문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나들이었다. 후보시

절 ”당선되면 가장 먼저 야당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들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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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를 만나 ”앞으로 당연히 국회를 더 존중하고 또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

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일회적인 게 아니라 임기 내내 이

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의당과 국민의당 방문도 큰 의미가 있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직접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또 선거기간 내내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 ‘문모닝’이랑 별명이 붙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

내대표도 문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상처받은 국민들을 따뜻하

게 대통령으로서 감싸주고 국민통합과 협치로 변화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도 해주고, 경제도 

민생도 아울러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했다. 탄핵과 대선정국에서 극한으로 충돌했던 여야 정치권의 모

습에 염증을 느꼈던 국민들로서는 안도와 희망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첫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실장 역시 임명 하루 만에 여야 4당 지도부를 방문하며 소통정치에 나섰

다. ”국회와 협력하면서,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주

호영 원내대표는 ”도울 일은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당청의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청와대의 대 국회창구인 정무수석에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을 임명한 것 역시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이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여야 모두 

이를 흔쾌히 수용,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협치의 첫 시험무대였던 거국내각은 말만 무성했을 뿐 실현되지 못

했다.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은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하며 치열하게 맞붙기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면서 대립했다. 불과 6개월만

에 전병헌 정무수석의 낙마로 초선출신의 후임 한병도 수석이 임명되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회 소통 

의지에 의심을 품었다. 이어 강성의 현 강기정 수석을 임명한 것 역시 비슷한 해석이 뒤따랐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야당과 청와대의 대결 양상은 더욱 확대됐고, 취임 1년이 갓 지난 시

점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해 소통과 협치는 요원해지는 듯 보였다. 특히 보수야당의 지도부가 새로 바

뀌고 탄핵과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회복, 전열을 정비해 가면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지난달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발언을 놓고 정국

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취임 첫날 국회를 방문해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자세

로 나아가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여당과의 관계, 즉 당청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집권초반부터 수평적 당청관계가 아닌 청와대의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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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청와대의 ‘그립’이 강

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기반이 됐던 정부 출범 초반에는 큰 잡음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인사, 검증문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사건 등 잇따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의 위

기 대응에 대한 여당의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

조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당안에서 친문그룹, 그 중에서도 청와대와 가까운 신친문 

그룹 주도로 정보가 제한되면서 다른 의원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전화통

화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만 ‘흩어지면 죽는다’는 과거 경험의 트라우마 때문에 당 내부에

서 다른 목소리가 쉽게 튀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 간의 소통 역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여야는 법안처

리부터 정치 현안까지 내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꼬리 잡기식 정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협치는 커녕 정치조차 실종되고 있다.

올들어 국회가 3월이 되어서야 겨우 문을 열었고 언론이 주목한 임세원법, 김용균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

하고는 때로는 식물국회, 때로는 동물국회를 연출하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세를 결집해야 하

는 보수야당의 과격한 언사와 행동도 문제지만 개혁성과에 초조한 청와대와 여당이 지나치게 ‘마이웨이식’ 

자세를 보이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없이는 개혁 입법성과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초조함보다 진정성과 인내심으로 다가서는 자세가 아쉬운 실정이다.

[대언론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상황은 불과 열흘만에 세 번씩이나 춘추관

을 찾은 것이었다. 취임 당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등 새 정

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여준 장면 그대로였다. 문대통령은 

김이수 현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혹시 질문있

냐“고 물었다. ‘질의 응답이 없다’고 미리 통보받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문대통령은 

3개의 질문에 답하고 회견을 마쳤다. 이를 바라보는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역대 여

느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대통령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인사발표를 한데다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점입가경.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선 배경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회견이 끝날 

무렵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취임식에서도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취임 첫날부터 이행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퇴장한 뒤 기자들 앞에 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내정자 딱지를 떼면 이제는 여러분 앞에 

나설 일이 없다. 그런데도 질문 없습니까“라며 청와대 기자단에게 되레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박



- 99 -

근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춘추관 방문은 1년에 두세 차례였다. 기자들 질문을 받은 것은 신년 기자회견 때 뿐

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열린 세 차례 대국민담화에서도 질의 응답은 없었다.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수석의 명칭도 바뀌었다. 전 정부에서 ’홍보수석‘이라고 불렸던 

이 자리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됐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쌍방형 ’소통‘을 그만큼 강조한 것이었

다. 기자 출신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그 자리에 임명됐고, 여의도 정치인 출신인 박수현 전 국회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온화하며 진지한 성격에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

며 가능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애썼다. 경호상의 이유로 ’발생시까지 엠바고‘인 대통령의 세세한 일정조

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에 사전 공개했다. 기자들에게 수시로 직접 브리핑과 SNS메시지를 통해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응대했다. 전 정부에서 보여줬던 ’앵무새식 답변‘에 답답해했던 출입기자들로서는 취

재의 숨통이 트인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취재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려웠고, 기자가 개별취재해 작성

한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메일, 핸드폰 조사 등을 통해 취재를 간

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취임 초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나서겠다는 약속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켜지지 않았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신년회견 등도 사전에 정해놓은 틀에 따라 움직이는 

’짜고 치기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형식이 바뀌었지만 미국처럼 치열하게 추가질문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기자들의 소통에 이상기류가 생긴 가장 단적인 상황은 지난해 12월 기내간담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 사건으로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열린 것이었다. 문대통령은 

”국내문제는 받지 않겠다.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 아는대로 답변하겠다“고 질문대상을 제한했다. 그

런데도 몇몇 기자가 국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려하자 ”짧게라도 질문을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며 말

을 끊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불통‘으로 받아들였다. 

박수현 대변인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의겸 대변인은 기존 대변인과는 다른 스타일이었다. 본인 스스로 자신

을 지칭했듯 ’까칠한‘ 모습이었다. 김대변인은 언론과 취재원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출입기자와 충돌하는 상황이 잦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경질되면서 후임을 맡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김의겸 대변인의 도중하차로 기자들 앞에 자주 등장하면서 ’싸움꾼 수석‘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언론 역시 진영논리에 빠져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쁨으로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

지만, 큰 선거가 다가오고 집권 말기로 갈수록 그 양상이 심해짐을 감안하면 언론과의 보다 원만하고 진

솔한 소통도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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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을 다시 생각하길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3권중 하나인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

라를 다 틀어쥔 존재나 마찬가지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헌법은 대통

령에게 입법과 사법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보장해 준다. 반면 권한이 막강한 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

는 기대도 엄청나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투표로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대표해줄 ’최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군주‘로 여긴다. 무한권력에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외교 안보는 물

론이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홍수가 나도, 가뭄이 심해도 ’나랏님‘의 탓으로 돌린다. 다만 조선시대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이 다른 것은 얼마만큼 백성들, 즉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이었다. 세상은 SNS를 통해 시

간과 공간을 넘어 소통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혀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에 에워쌓여 귀를 막았다. 생떼같은 생명들이 침몰하는 여객선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데도 비서실장마저 대

통령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때로는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할 

장관들 역시 대통령과 독대해 국정을 논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참모들을 돌아보며 ”독대가 필요한가요“라면서 멋쩍게 웃던 모습에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결국 

국민, 언론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놓쳤던 것이고, 끝내 국민들로부터 ’파면‘ 

당해 권좌에서 쫒겨났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부른다. 그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을 비

롯해 전국을 밝힌 촛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혁명은 소통하지 않고 권위와 독

선의 울타리 안에 갇힌 자에 대한 단죄였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 소통 부문에 있어서는 단연 비교할 수 없

을만큼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했던 소통에 대한 의지와 

국민들의 기대는 결코 지난 정부가 비교치가 될 수 없다. 국민과도 정치권과도 언론과도 격의없고 진솔한, 

그리고 인내심있는 소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3년은 길수도, 짧을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남은 기간 현 정부에 대한 야당

과 보수층의 견제와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임이라는 점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통령의 소통과 대

화는 국민에 대한 선심이 아니라 정치인인 대통령의 경쟁력이며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목표와 자세, 의사결

정의 바탕이 돼야 한다. ’태클‘을 거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생떼‘를 쓰는 노조를 이해시키고 ’이윤‘만

을 생각하는 기업을 움직이게 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설령 산처럼 돌처럼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통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바람이며 문재인 대통령 최대의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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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보건·의료 평가

홍승권(가톨릭대 의대 교수)

Ⅰ. 서론

'모자람이 없이 온전한’ 촛불혁명정부로서 각인되고자 했던,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의제는 담대하면

서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했다. “담대하다”는 것은 보건의료 운동의 역사성과 진보성을 담지1) 해야 한다

는 것,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실용주의(Pragmatism)와 실사구시(實事求是)측면에서 “실행력을 지녀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보건의료 의제 중 국

민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총5개 분야 “저 출산 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생활비 절감”정책에서 놀랍게도 평균 이행율이 5%2)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주목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체감을 낮게 만들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실현가능성과 정책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체감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사실과 느낌이다. 촛불정부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은 모든 대선정책의 홍보 첫 의제로 “치매국가 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높은 대중관심사와 높은 

정책의제의 성격이었다. 이러한 대선 1호 정책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이, 포괄적이고 지속성 

있는 일ㄹ차의료확립을 젖혀두고, 일부 질환인 ‘치매’부터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발상은 의제설정과 

대중의 표 의식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하이키 전략에서 나온 듯 하였다. 국가보건의료체계(NHS)인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과 사회보험제도체계(NHI)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보건의

료시스템은 각국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지만 “일차의료의 공공성강화”가 공통분모다. 이런 사실에 

기반하여 보면, 미래 초 고령시대3)에는 통합적이고도, 정합적 완결성을 지난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실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가 유지 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 국민 건강권’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 시기다.

대중의 관심사와 정책의제의 중요성의 기준, 높은 대중의 관심사일뿐더러 높은 정책 의제로서 정치적 가

치가 있는 성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에 관한 것이고, 대중관심사는 낮지만 높은 정

책의제로서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둘 다 “high agenda 속성”을 지니지만, 

“public interest” 로 볼 때 ‘공공의료’보다는 ‘보장성강화’가 훨씬 대중의 이익과 관련이 많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는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으며, 보험료율의 상승이나 급여조건에 대한 불

만이 잠재되어 있다가 “정치적 의사표현 시 표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의료형평성”의 문

제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사도 낮고, 아젠다에 밀려 있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보건의료 정책의 대중의 관심도와 의제 정도의 높낮이에 따른 구분 모식도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
2) 문재인 정부 5년기간 중 20%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행율 5%는 적은 편이다
3) 1998년 65세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19년 만인 2017년에 14%가 넘어선 고령화사회가 됐다 2030년 

한국이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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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야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포괄성(coverage)과 지속성 문제로 야기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 둘째 의료 영리화를 극복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효율성과 질 향상의 문제, 

셋째 의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림1> 대중의 관심사와 의제 정도의 높낮이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구분도

Ⅱ. 본론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성강화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높은 부분 이행율을 보임

○ (현 상황) 

* 4월10일(수)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기존 문케어의 목표 보장율 70% 이행시기가 1년 뒤

(2022--->2023 )로 후퇴, 현실화 

* 비 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도입취소

○ (총괄 평가) 보수 정권 이후 10년 가까이 보장율은 6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서 70% 이행

을 목표로 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공급자 저항과 공무원들의 나태한 상황인식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

행을 앞두고 문케어의 순연지체 또는 경착륙4) 위기에 처해 있음.

4) 연착륙, 경착륙 이란 용어가 경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금리, 주식시장 등 다양한 경제 부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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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구조조정 방기: 지불제도개편안 없음. 적정보상 등으로 공급자보상에 대해서만 언급, 더군다나 의

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공급자 유인을 하면서,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

중시켜 의료이용을 자제시킬 방안이 주로 포함

-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포기(가입자비중 확대 없음): 기존 건정심에 산하 위원회 강화(심평원 에서 기

능하던 위원회를 아랫돌에 빼서 웃돌 괴기식) 등으로 땜질식 처방

- 각종 규제완화책 포함(신 의료기술 간소화, 빅데이터 이용 등)

○ (대안) 기존의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보건복지부 주도의 재정확보 노력이 필

요    * “2030년까지 보장율 80%” 같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

 ∙ (국고지원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예산 53조 원 중에 국고지원금 액수는 5조 6천억 원 

정도, 즉 10% 정도. 국고지원금이 한시적 지원이어서 불안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나마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는 같은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건강보험 예산 규모가 200조원 이상인데 정부지원금이 40%가 

넘음.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가까운 대만도 30% 가까운 정부지원금을 투여. 이렇게 정부지원금

의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갖게 하되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보험료

상한선 폐지 같은 적극적인 개입, 상한선의 일부 상향을 찔끔찔끔 추진하는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가 대폭 진행되어야 할 것,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경제활동인구와 

은퇴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은 급속한 초고령화를 반영하여 보험료의 국가지원을 증가하고 지속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관정책) 보장성강화로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민간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인하유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당초 계획된 문케어의 “주요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

히 필요

* 다만,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와 가입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책 즉 일차의료강화, 총액계약 등 지불정책의 

개혁을 위시한 주치의 등록제 추진 및 공급자에 대한 다채로운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여야 함

2. 의료 영리화 공세를 넘어선 의료 공공성의 강화

○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경실련 평가) 117쪽 어린이 의료비 지원, 의료비 경감 공약, 사회서비스 국

가 직접 제공 등 높은 이행률 보인다고 평가

* 다만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개혁적 후퇴 현상에 대한 해석필요. 

○ (현 상황) ‘규제샌드박스’에 한 발 슬쩍 끼어 들여 놓기에 시동을 건 DTC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사의료

행위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우회허용은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행

료계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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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법임, 또한 혼합진료 가능한 느슨한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각종 줄기세포치료제와 세포치료제5)가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허가를 받아 상품화 됨으로써 <신 적폐적 관료-신 자유주의적 의료산업-천민자본

주의적 투기세력>의 삼각동맹을 통한 “오로지 등골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또한 최근에는 촛불혁

명 정부라 일컫는 현 정부에서 조차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논쟁 중

이며. 복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작업 재개를 공언함, 

그나마 부족한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확대를 하는 중이고,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하는 등 다축

(multiaxial)적인 공공성 확대에 노력,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력확충 안이 확대가 

필요.

○ (총괄평가) 이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및 산자부등과 엇박자를 보이며 보건복지부의 여러 

공공성 강화 정책영역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 특히 4월10일 있었던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촛

불정부의 정책이라고 불리기에 민망한 수준으로 박근혜정부 당시 중기보장성계획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임. 

신의료기술 간소화 등 각종 규제완화책에 포함 시키는 정책은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더

러, 그나마 건재하고 있는 공공성이 상업화, 영리화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끊임없이 국민건강의 안전

이 담보되고 있지 못함. 

○ (대안) 예를 들어 국공립의료기관이 민간병원과 개별적 경쟁보다는 국립대병원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어, 우수한 의료의 질,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경영 효율성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여 공공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국공립기관의 확대도 바람직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민간 의원 및 병원 운영에 대하여 국가보건의료체제안에 편입 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조화를 이끌어내

는 제반 환경의 획기적인 전환과 정부 차원의 건강증진개발 전략의 구축이 필요.

3. 건강 형평성 대책- 의료양극화 해소

(평가) 서민의 ①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는 의료비 상한제를 확충하거나 ②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③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나 ④공공의료인력 양성 등 진척 속도가 늦은 공공의료 분야확대를 통한 의료양극

화 해소정책,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등 쏠림 현상을 개편하는 등의 의료전달체계 구조를 개혁해야 하

는 공약이행이 필요함. 또한 건강 불형평적인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 계

획수립과 실행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의료정책 예산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고,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원계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불과 1주일전 

발표한 ‘문케어+일차의료 강화 수가체계 개편’은 기대하였던 발표와는 달리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일차의

료강화 계획이 아니고 건보재정 효율화 계획이었음. High public 하고 high agenda 성격의 이슈에 치중

하는 모습. low public, low agenda같은 건강형평성 정책은 진보정부 건강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

5) 코오롱생명화학의 ‘인보사’ 판매 중단 사건 : 지난 4월 1일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
사’ 판매가 중단됨. 미국 FDA 허가를 위해 검사를 수행하다가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
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식약처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술하게 심사하고 허가해 준 
셈. 기존기술과의 비교평가가 약하였으며, 인보사 허가 임상비교균이 생리식염수 주입군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연히 히알루론산 주입군 정도와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비교효용성이 아니라 그냥 효용성 평가만 시행하였음



- 107 -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 상황과 대안) 질병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며 생기는 의

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한국에는 상병수당이 없고, 급여는 의

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급여로 대부분 운영, 즉 공급자의 서비스가 제공이 전제가 되는 단점이 상

존하며, ① 본인의 상병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해야 함. 또한 ② 커뮤니티케어 

확대 시 지역사회 단위로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원계정을 자

율계정으로 재전환해야 함. 지역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도 의문시 됨. 마

지막으로 ③ 담뱃세 인상분으로 인한 건강증진 기금 증가분을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Ⅲ. 결론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의료보장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항목 중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장려는 가장 낮게 나타

났다고 한다. 응답자의 79%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

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증가를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로 의료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10년뒤에 맞을 초고령화 시대와 너무나도 빠른 의료기술 발전은 그만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키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는 의료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과감하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재정적 보조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조정

기능을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시행된 산

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의 건강보험, 1988년의 국민연금, 1995년의 고용보험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회

보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달체계로서의 일차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단일 사

회보험제도의 강점을 희석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full coverage로 실시된 이래 건강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 한정시키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가 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질병이 생기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받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과 의제의 중요성을 떠나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보건의료체계가 되도

록 개혁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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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토론회

공약 이행 평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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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이
행

판단
불가

비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적폐청산위원회설치 ○ 　 　 　 　

￭ 의원 구성(박범계 위원장, 진선미, 김병기, 
금태섭,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신경민, 김
정우, 조승래, 안호영, 강병원, 송기헌 의원)
을 완료('17.08.14).

각종 적폐 분석,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
상규명 및 보충 수사

○ 　 ￭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를 가동시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종합
적 대책 마련

　 ○ 　

￭ 법무부는 국정농단 관련 판결 경과에 따
라 범죄수익환수 추진 계속 및 범죄수익 역
량 강화(2017. 8.~), 그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2018. 2.)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검
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8622호] 개정(2018. 2.) 

반부패 개혁으
로 국가 경쟁
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및 반부패정책을 마련

　 ○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정책협의회훈령개정 
시행(2017.9.6.)하고, 5개년 반부패종합계
획 수립(2018.4.18)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
제 강화

　 ○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시행
(2018.1.16. 개정, 2018.4.17. 시행) 공무
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금
지 규정 신설  
￭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민간에 대
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률로 상향 입법 추
진  - 국회 민병두 의원안(청탁금지법) 계
류 중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
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6.8.,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해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36개), 필요적 책임
감면 제도 도입
￭ 변호사비실명대리신고제도 도입(공익신고
자보호법개정, 2018.10.18.시행)

‘5대 중대 부패 범죄’ 
양형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 법무부는 업무계획 :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실태 파악 및 사건처리 기준 개정ㆍ시
행(’18. 6.)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
대

　 ○ 　
￭ 법무부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중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 법무부는  2019. 말 도입을 목표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입법 지원 -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 대안을 중심으로 실제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대(對)국회 설득작업('19. 연중)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등 개최('19. 12.) 등
을 계획함.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 공무원행동강령개정시행('18.4.17)-제11
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
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8.23), 소관 상임위 상정('18.11.22)함.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

1.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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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가함.

문화계 블랙리
스트를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
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시정조치

　 ○ 　 　 　
￭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협치추진단 회의 (총11
회, '18.8월~)

정부 · 지원기관 · 문화
계 간 ‘공정성 협약
(Fairness Charter)’ 체
결  추진

　 ○ 　
￭ 문체부-예술위간 자율운영협약 체결을 위
한 업무협의 진행중('19.3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
립성, 자율성 보장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위·영진위 공공기
관 유형 변경(‘19.1월). 위원장 호선제 도입
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
명성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는심의위원무작위추첨제,심
의위원및심사결과공개등사업지원심사의투명
성확대를위한제도개선(‘17.2월)함.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대상 및 비
공개 대상 명시함('17.8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회의록 작성, 심의총평 등 작
성의무 및 주요 내용과 결과를 문서로 위원
장 보고 명시)('18.11월)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
정책 결정 참여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위와 관련해  민간
인 중심 아르코 혁신 TF 구성 및 혁신 의제 
도출(‘18.1월∼6월), 현장 예술인 중심 소위
원회로 개편(예술위원 8명, 민간위원 23명), 
문체부-예술위 지속적 소통을 통한 동반자
적 관계 노력함. 현장소통소위원회 현장소통
단 21명 위촉('19.3.8) 등. 예술위 위원 선
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를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18.7.2~7.11)함.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
입

　 ○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옴부즈만 설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 발의(조승
래 의원).  지원심의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여 예술가의 권익보
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함.  '18
년 예술위 지원심의 옴부즈만 운영(회의 3
회 개최 및 10건 처리, 제도개선권고 및 의
견표명 등).  예술위 지원심의 옴부즈만 운
영('19년도 3월 현재 8건 접수 및 안건상정 
검토 중)

국정역사교과
서를 폐지, 교
육의 민주주의 
회복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
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국정
과제 반영('17.7.),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안) 수립('17.5.)함. 또,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재수정 고시('17.5.31.)함. 

교육과정개정위원회 설
치

　 ○ 　

￭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 
밑그림이 공개됨.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후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계획 중임.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됨. 첫째, 국가교육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 점검. 둘
째,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
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셋째, 교육과정 연
구개발 넷째,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다섯째,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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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
발행제 추진

　 ○ 　

￭ 교육부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국정과제 
반영('17.7.),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 
기본계획 수립('18.1.), 2018년 자유발행제 
관련 정책연구(18.11), 교과용도서 자율화 
다양화 정책 추진위원회 운영(19.1.). 국고 
50백만원 예산을 투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영훈의원 대표 발의, 17.8.)을 발의.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수립 및 안내('17.8.)함.

사학비리 근절 　 ○ 　

￭ 교육부는 임원 결격사유 관리시스템 구축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
령 개정 추진함.(2019.6.) 감리대상을 확대
함. 2017년(20개교) 2018년(25개교) 2019
년(30개교 예정)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중단

○ 　

￭ 교육부는  ‘입시‧학사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수혜 제한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 개정 완료('18.7.) 법령 시행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
민교육 확대

○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를 국정과제에 반영('17.7.),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18.12.13)함. '19년 특별교부금 55억(1차) 
투입함. 
ㅁ교육부는 '19년 SW교육선도학교1,800교 
이상 선정, 운영('19.3월~)하고,초,중,고등학
교 SW교육교실수업지원을위한 EBS콘텐츠 
개발, 보급('19.4월)함. 
￭ 교육부는 '19년 SW교육핵심교원양성연수
를 통해 2,500명 이수 예정이며, '18년~'20
년까지 1만명 양성 추진('18년2,503명이수
완료)함

방위사업 비리
를 척결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참여 자격 제한 강
화

　 　 　 ○ 　
￭ 방위산업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사업
법 개정안 2018년 입법계획으로 지정돼 있
지만, 발의되지 않았음.

방산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할 시 징벌적 가산금 
대폭 상향 및 즉시 퇴출

○ 　

￭ 방위사업청은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행 한다고 밝혔음('17.6.21). 개정 법령은 
방산업체가 원가 부풀리기를 하다가 적발되
면 부당이득금의 100~200%를 환수하도록 
했음. 또 방산업체가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부당이
득 환수액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음.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
적, 효율적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
구 기관의 검증  제도화

　 ○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5개년 반부
패종합계획에서 방산비리근절을 위한 실질적 
제재와 관리강화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
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방침.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
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
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
도록 개선

　 ○ 　

￭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
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
  -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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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
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
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
  - '19년 3월부터 시범실시 후 후반기 부
터 전면 시행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
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　 　 　 　

￭ 방위사업청은 2019년 2월 17일 “투명하
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
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새
달 도입·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임.

적재적소 인사
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 　 　

￭ 인사혁신처는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
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
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등) 관련 고위공
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 수립('17.11.22.)함. 
부처 자체검증 기준 강화 통보('18. 1.) 및 
기준 반영 심사 강화('18~)함.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
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
회 구현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
직 재산공개 확대 추진.* 공개대상기관 지정 
범위 및 공개대상직위 확대('19년 공직자윤
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
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 내용신설, 국
회 제출('17)
￭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재산 간 이해충돌방
지 관리체계 마련함. 기관별 직무와 이해충
돌 소지가 있는 재산을지정하여 직무관련성
이 높은 공직자의 관련 주식취득 등 사전제
한 및 이해충돌직위로의 전보 제한함. 
￭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개선함.  
퇴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 목적의 재직자 
접촉 금지 의무 부여함.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
사로 대전환

　 　 ○ 　

￭ 인사혁신처는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
한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에 대한 신고 및 신
고자 보호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국
가공무원법」 개정안, '18.3. 국회 제출). 한 
분야에서 장기재직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 
신설('17), 시범운영 확대 추진('18)

정경유착 비리 
방지 위한 시
민공익위원회 
감시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시민공익위
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음('17. 8.17.) 법안은 시민공익위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공익활동 관련 전문
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함. 시민공익위는 공익
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가지고, 공익심사소위를 
구성,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
함.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

　 ○ 　
￭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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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칭)  설립 추
진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
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
부 등 감독강화

　 　 　 ○ 　
￭ 법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 후 이
행 예정

헌법개정

개헌추진 　 　 　 ○ 　
￭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되지 못
함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
는 개헌의 주요 방향

　 ○ 　

￭ 정부 개헌안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정부개헌안
전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청렴성 의무(정부 개헌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노동자의 권리 강화(정부 개헌안 제
33조 및 제34조, 국가 자치 분권 회의 신
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안 제56조 
제3항 및 제97조), 자치 입법권 강화(정부 
개헌안 제123조), 자치 재정권 보장 및 재
정 조정제도 신설(정부 개헌안 제124조),대
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 폐지(정부 개헌안 제
70조 제1항) 

개헌추진 방안 　 　 ○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
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
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합  계 9 13 1 15 0 38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3.7%, 부분이행 34.2%, 후퇴이행 2.6%, 미이행 39.5%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6 14 1 17 0

38개2년 차 9 13 1 15 0

(증감) +3 -1 0 -2 0

○ 적폐청산 분야에서 완전이행된 공약은 총 9개(23.7%), 부분이행된 공약은 13개(34.2%), 후퇴이행된 

공약은 1개(2.6%), 미이행 공약은 15개(39.5%)임. 완전이행과 부분이행, 후퇴이행을 합치면, 총 23

개 공약(60.5%)에 해당함. 

○ 구체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관련 공약 3개 가운데 2개가 완전이행 되고, 1개가 

부분 이행되었음. 

○ 반부패개혁 관련 공약 8개 가운데 완전이행된 공약은 2개, 부분이행된 공약은 4개이고, 미이행된 공

약은 2개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관련 6개 공약 가운데 1개 공약이 완전이행 되고, 4개 공약이 부분이행 되

었으며, 1개 공약이 미이행됨. 

○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교육의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하여 3개 공약이 완전이행되고, 3개 공약이 부

분 이행되었으며, 1개 공약이 미이행됨. 

○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관련 공약 5개 공약 중 1개 공약이 완전이행되었으며, 3개 공약이 미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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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적소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관련 3개 공약 중 1개 공약이 부분 이행되고, 1개 공약이 후퇴 

이행되었으며, 1개 공약이 미이행됨. 국민권익위는 공직 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및 직무․
재산 간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관련 인사

혁신처가 2017년 11월 수립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중 하나인 부동산투기가 빠져 후퇴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정경유착 비리방지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감시와 관련해 3개 공약이 미이행됨. 

○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 3개 공약 중 3개 공약이 미이행됨. 작년 초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정작 헌법개정에

는 실패함. 

2) 평가

○ 적폐청산 공약은 촛불 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임.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분야에서 17년 8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이후, 각종 분석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오고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는 계속 추진 중임. 이전 정부에서 국

정농단을 일으킨 공약에 대해 우선적 이행이 이루어졌음.

○ 반부패공약 관련해서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훈령 개정 시행 이후, 2018년 4월부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청

탁금지법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

송제도 도입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관련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수립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는 18년 8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협치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펼쳐나가고 있음. 또, 예술위원회와 

영진위원회 공공기관 유형을 변경해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한 바 있음.

○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및 교육의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2017년 5월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안 

수립 이후, 2017년 7월 국정화 금지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국정과제에 반영 추진 중임. 한편, 교

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용 개선방안 수립, 사학비리 근절 및 입시 학사 비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계속 추진 중임. 

○ 방위사업 비리 척결 관련해서는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방위산업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입법계획으로 지정되었지만, 발의되지 않고 있음. 

○ 헌법개정 관련해 작년 초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특별위

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정작 헌법개정에는 실패함. 

○ 적폐청산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것임.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반부패개혁 및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신경 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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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이
행

판단
불가 비고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
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 　

￭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
안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정안 의원입법 발의함.('18.11.)
￭ 법무부는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경찰
확립에 관한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견제
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안 마련 추진 중.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함.('18.11.)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
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하는 안임. 

검찰인사중립성⸱독립성
강화 

○

￭ 구체적 출석의무화 방안 등 검토 중
￭ 법무부는 탈검찰화 및 외부기관 파견  축
소 지속 추진 중임. 총 35개 직위 탈검찰화
(4개 실국본부장, 10개 국과장급, 21개 평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임용하거나 임용절차 
진행 중임) 또,'17.7월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이후,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44개
(72%) 직위를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개정함.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
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함. 
(2017. 8., 2017. 10., 2018. 12.) 법령 
시행
￭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음.  

검찰의 외부견제 기능 
강화

○

￭ 법무부는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내
외부 통제 방안을 구축 추진 중임.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18.01.), 지청의 마약류범죄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 제정('18.01.), 검찰 의사결정 과
정의 지휘, 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제정
('18.04.)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
위 제어

　 ○ 　 　 　

￭ 정권이 바뀐 지난해 과거사위가 사건 재
조사를 권고하여 대검 진상조사단의 수사가 
재개되었음. 현재 과거사위는 김학의 성폭력 
의혹의 전면 재조사와 함께 당시 경찰의 초
동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조사도 권고

경찰을 민주. 
안전. 민생 경
찰로 탈바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
국 확대

　 　 　○ 　

￭ 경찰청은 작년 경찰청·대검·법무부·지방4
대 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의견 수렴, 자치
경찰제 TF 및 특위 회의·대토론회·워크숍 
등 진행, 치안현장 및 일본 경찰기관 방문 
등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18.11), 경찰청, 행안·기
재부, 법제·인사처, 시도지사협의회로 구성
된 법제화 TF와 자치경찰법제 특별위원회의 
집중논의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확정
(’19.2), 당정청 협의회 개최(’19.2.14)를 
거쳐,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
적 근거가 될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19.3.12)하였음.  
* △시·도경찰위원회 설치△조직·인사△사

2.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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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등 규정. 또한 ’19년 자치경찰제 5
개시도 시범실시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서 의결된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범실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제주자치경찰을 확대 운영*하
고 있음. * ’18.4.30.부터 금년 1.31.까지 
3단계 260명 파견

경찰위원회 실질화 ○

￭  2018. 7. 3. 심의ㆍ의결 강화를 위한 
「경찰위원회규정」 개정하고, 심의ㆍ의결사항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보고요구권 및 의무 
신설함. 그 외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 경
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임.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경찰
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
안서비스 제공

○

￭ 경찰청은 '17년 10월부터 주민밀착형탄력
순찰 전국 시행중임.  '19년 범죄예방 지역
사회 자문서비스 16억원, 여성 범죄예방 인
프라 강화 예산 5억원 등을 투입함. 또, 
'18. 12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19년 7월 시행)해 시행함. 
￭ △지자체,주민참여형경찰CPTED사업예산
확보(4.8억원)및계획수립(2019주요업무계획
반영)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범죄예방 건축이 적용되도록 건
축법 시행령 개정('18. 12월)하여 시행함.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
질수사권 강화

　 　 　 ○ 　

￭ 지난해 11월 1일 공식 출범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청산을 논의하는 기구임. 2018년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에 따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용노
동부의 입장을 제출함. 주요 내용은 근로감
독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으로 수사
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 
마련임.

감사원 눈치. 
부실 감사 이
제는 끝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사원에
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
님. ｢감사원법｣상 감사원장, 감사위원의 임
기는 4년으로 규정
￭ 2018년 4월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하여 수시보고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에 대
한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2019년 1월부터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홈페이지(www.bai.go.kr)→알림→감사위
원회의의결결과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　 　 　

￭ 정부의 주요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를 위해 성과감사를 매
년 20% 확대하고,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관련 교육훈련 과정 마련 중

군사법 개혁으
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

군지휘관의 군 사법권 
및 수사권 개입여지 차
단을 위해 관할관의 확
인 조치권과 심판관 제
도 폐지

　 　 　 ○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018년 10월 4일, 군형사소송법안 제출. 
군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었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
의 형량 감경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했다. 현재 관할관 확인조치권
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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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하고 광범위하
게 활용되어왓음.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
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
간에 이첩하는 한편， 
헌병，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
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 　

￭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 발표('18.2.12.).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인권이 보장
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
설 등이 그 내용임. 그 중에서도 군사법원
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법관인사위원회
에 준하는 군판사위원회를 설치, 인사위원회
의 실질화를 위해 진급추천권 부여하는 것
임.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
되도록 추진

○ 　 　 　 　

￭ 「군인사법」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는 
병사의 영창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 후 인
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적법성 심사를 하여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
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
집 업무 전면 폐지 및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
편

　 　 ○　 　

￭  국가정보원은 2017.6월 국내 기관 출입 
담당관제를 폐지한데 이어 8월 국내정보부
서를 해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쇄
신의 기틀을 마련함.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착수, 직무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 용어를 삭제, △국
외 및 북한 △방첩 · 대테러 · 국제범죄조
직 △방위산업 및 경제안보침해 관련 정보
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국가 ·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
로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
회 정보위원회에 제출(17.11.29)하였음.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
지, 대공수사권은 국가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 
신설

○

￭  국가정보원은 정보업무에 집중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
동에 국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
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음. 

4대 공안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
회」 활동을 통해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렸음. 또한 국내부
서 폐지에 이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
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직무 일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감청 · 검열금지 
△직무범위 일탈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 조
항(1,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하였음. 

정보기관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회 통제 강화

○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나 제3국 등의 국내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직무범위에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신설하면서 권한 오 · 남용 방
지를 위해 대응활동 범위를 국가 및 공공기
관으로 한정하였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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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 나갈 예정임. 
한편 대테러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등 법적 ·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
의 및 임기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 이완영(자유한국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안'에 포함된 내용임.

국민과 소통하
는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계획 보류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추진계획안 마련
(5월)
￭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관계부처 회의
(6.20)
￭ 일정통합공개 시스템 연계작업 업무 추진
(7월)
￭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일정 통합공개 시행
(9.1~)

저도(대통령별장)개방 및 
반환

○

￭ 청와대는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
항이며 개방에 따른 관리권 부분부터 논의
하고자 함. 이에 반해 국방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대체지나 시설을 요구하고 있음.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
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 인사혁신처는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
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
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등) 관련 고위공
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을 수립함
('17.11.22.)
- 부처 자체검증 기준 강화 통보('18. 1.) 
및 기준 반영 심사 강화('18~)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
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

￭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경호실폐지공약
잠정보류"를 발표하는 대신, 경호부서 개혁
을 위해 현재 장관급인 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낮추겠다고 했음('17.5.31).

열린 정부, 서
비스하는 행정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
인 열린 정부

　 　 ○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구성(17.9.13), 전
체(9회) 및 분과(25회) 회의 개최, 국가기록
관리 혁신방안 마련 등 (예산) 정보공개활성
화 600백만원 (법령)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정부안('17.9.18. 행안
위 소위 계류 중),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17.12.28.)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혁
신

○

∎ 정부혁신전략회의 개최 및 정부혁신 종
합추진계획 발표(3.19)
∎ 국민정책소통공간 개소 및 1차 열린소통
포럼 개최(5.4)
*2차~10차(5~9월)
∎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정부혁신 국민포럼 
출범 및 운영(9월~)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총2회, 
10.11, 12.6)
∎ 18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용역 최종보고회(12월)
∎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광화문1번가) 구
축 완료(12월)

국민 위한 국민의 공기 ○  ￭ 사회적가치기본법 국회 계류 중 *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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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의원(`16.8), 박광온의원(`17.10) 대표발
의

합  계 2 9 2 14 0 27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7.4%, 부분이행 33.3%, 후퇴이행 7.4%, 미이행 51.9%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2 1 23 0

27개2년 차 2 9 2 14 0

(증감) +1 +7 +1 -9 -

○ 권력기관 개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음. 권력기관 개혁 분야 

총 27개 공약 중 완전이행한 공약은 2개(7.4%)에 불과하며, 부분이행한 공약도 9개(33.3%)에 그침. 

그리고 후퇴된 공약 이행이 2개(7.4%)였으며, 미이행된 공약이 15개(51.9%)를 차지함.

○ 구체적으로,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관련 4개 공약 가운데 3개 공약이 부분이행 되

었으며, 1개 공약이 미이행됨. 

○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 관련해서도 총 4개 공약 가운데 1개 공약이 부분 이행되었으

며, 2개 공약이 미이행됨. 

○ 감사원 눈치, 부실 감사 이제는 끝과 관련한 3개 공약 가운데 3개 공약이 부분이행 됨.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 관련 3개 공약 가운데 1개 공약이 완전히 이행

되고, 2개 공약이 미이행됨.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5개 공약 중 0개 공약이 부분 이행되고, 5개 공약이 미이행

됨. 

○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관련 5개 공약 중 1개 공약이 완전 이행되었고, 2개 공약이 후퇴 이행되었

으며, 나머지 2개 공약이 미이행됨. 

○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구현과 관련한 3개 공약 가운데 3개 공약이 미이행됨. 

2) 평가

○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방관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요구가 큰 상황에서 권력 구

조의 개방성과 소통의 강화, 권력이 분산을 통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적인 대책을 제시함. 

○ 공약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계류 중임. 한편, 검찰 인사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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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 　

￭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정부
개헌안 25조부터 제27조까지) - 18세 선
거연령 하향 포함
￭국회에는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투표시간 연장 ○
￭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정식의원
안(‘16.7.4.),소병훈의원안(‘16.7.26.),하태경

찰의 탈검사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작동됨. 

○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관 관련해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관련해 관련 개

정안이 발표되었으나 미이행되었으며,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는 부분 이행되고 있음. 

○ 감사원 눈치, 부실 감사 이제는 끝과 관련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규칙 제정을 통해 수시보고 대상이 된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를 위한 성과감사

를 매년 20% 확대함.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 관련 군 지휘관의 군 사법권 및 수사권 개입 

여지 차단을 위한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과 심판과 제도 폐지하는 안이 미이행됨. 또,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월, 군사법개혁안에 군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안을 내놓았

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음. 

○ 특히, 국정원 개혁안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 국정원은 2017년 9월 국내정보부서를 개편하는 조

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계류 중임.

○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관련하여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는 이루어졌으나,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후퇴된 자체검증 기준안을 내놓았으며,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공약도 후퇴되었음. 아울러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광화

문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보류함.

○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앞장서야 하는 분야는 검찰개혁 분야라고 할 수 있음. 검찰개혁 분야는 문재

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음. 정부는 그간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했으나 여야 및 법무부 검찰 간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야당에 대한 설득을 통해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성공시켜야 함.

○ 한편, 국정원 개혁안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약 이행을 위한 여론 조성 및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 

○ 다른 한편, 인사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하하

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

3. 정치·선거제도 개혁



- 123 -

의원안(’17.8.31.),이학재의원안(‘18.8.24.)
김세연의원외1인소개청원(‘16.10.18.)],
￭ 모든 투표(재외투표제외)의 마감시간을 오
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
안[윤호중의원안(‘16.7.13.),윤소하의원안
(‘16.9.6.),진선미의원안(‘16.11.4.)진선미의
원소개청원(’16.8.24.)],
￭ 모든 투표(재외투표포함)의 마감시간을 오
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
안[박주민의원안(‘16.9.19.),천정배 의원 소
개 청원(‘17.9.20.),천정배 의원 소개청원
(‘17.9.25.),노회찬의원소개청원(‘17.9.26.)]
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국민 경선제도 도입 ○

￭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국민 
경선)하는 것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공직선거법」제57조의2및제57조의
3등에서 이를 보장하고있음.
￭ 다만, 완전국민경선제도에 관한 현행 규
정은 없으나, 대통령 후보자 선출시 완전국
민경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
정안[김정우의원안('17.2.2.)]이 발의되어 현
재 국회에 계류중임.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
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의장 선거에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
(2015.2.25.)한 바 있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
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 　

￭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
거법 개정안[박주민의원안(’16. 8. 4.), 송옥
주의원안(‘17.4.18.), 표창원의원안
(‘17.12.13.), 이학재의원안(’18.8.24.) 추
혜선의원 소개 청원(‘17.9.19.),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17.9.13.), 김종훈의원 소개 청
원(‘17.9.25.),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
(‘17.9.20.), 노회찬의원 소개 청원
(‘17.9.2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
화 및 지역편중 완화

　 　 　 ○ 　

￭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정부
개헌안제44조제3항):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
원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많
은 사표를 발생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 
연령 삭제(안제71조및제72조제3항) : 국민
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
는 상대적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선거 일부
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결선 투표 
실시 전에 결선 투표의 당사자가 사퇴. 사
망하여 초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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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
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됨.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 　

￭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확보, 장
애인 접근편의 임시경사로 설치, 수화통역 
투표 사무원 위촉, 특수형 기표용 구비치,점
자형·음성형·수화형·쉬운읽기형 선거정보 안
내자료 등 투표 편의 서비스 제공
￭「공직선거법」제147조제11항및제148조제4
항,「공직선거관리규칙」제67조의2 참조
(2018.4.6.개정)

공평한 선거, 돈 안 드
는 선거 실현

　 　 　○ 　

￭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부담시킬수없다”
고규정하여선거공영제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
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
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
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을 2016.8. 국회에제출한 바 있음.
￭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
자금법개정안[이인영의원안(2017.9.5.)
 ￭ 재보궐선거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
인을 추천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
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승용의원안
('17.6.2.), 이학재의원안('18.8.23.)]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
에 참여해야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
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

 ￭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소병훈 
의원안('17. 4. 14.), 이정재의원안('17. 8. 
2.)]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 정부 발의 개헌안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
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음

학교, 정당, 선거관리위
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
인 민주시민교육 확대

○

 ￭ 교육내용: 정치관계법, 선거·정치 제도, 
주권의식 고취 및 선거·정치 참여
 ￭ 교육과정 운영 : 선거·정당 관계자 연수
(정당사무처간부, 당원, 선거관계자 등) 및 
유권자 연수(여성, 대학생, 다문화, 장애인 
등),  청소년 선거체험 연수(·중·고등학생, 
새내기유권자)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
능 및 정책기능 강화

○

 ￭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
의 정당법 개정안[김태년의원안('16. 6. 
28.), 박홍근의원안('16.8.19.),이언주의원안
('16.8.16.), 전해철의원안('16.8.16.), 김성
찬의원안('17.9.22.), 천정배의원안
('17.11.29.)]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헌법개
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
금제도 정착

○

 ￭「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은 하나의 후원
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음.
 ￭ 후원회 회계보고 확인·조사, 후원회운영 
관련 안내 등 실시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 　 　
￭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대입개편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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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 기능 보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
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
제 도입(안제45조제2항및제56조);1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
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
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
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
제도 도입

○

￭ 국회법 제48조 제7항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
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
서는 아니 된다.’(2018.04.17. 개정)

국정조사,예산결산심사
기능강화,허위자료제출
자처벌규정신설 

○

￭ 정부 개헌안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안 제58조).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
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함.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
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
사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
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
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 　

￭ 모(母)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
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중.

합  계 4 1 0 13 0 18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2.2%, 부분이행 5.6%, 미이행 72.2%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3 0 0 10 0

2년 차 4 (1) 1 (1) 0 13 (3) 0

(증감) +1 (0) +1 (0) 0 +3 (0) -

 ※ 1년 평가에서 빠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해야’ 5개 과제가 추가되어 수치의 변동이 발생함

○ 정치․선거제도 개혁 관련한 총 18개 공약 중 완전이행된 공약은 3개(16.7%)이고, 부분이행된 공약은 

2개(11.1%)이고, 미이행된 공약이 13개(72.2%)나 됨. 

○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한 5개 공약 중 5개 공약이 미이행됨. 

○ 공직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4개 공약 중 1개 공약이 완전이행되고, 3개 공약이 미이행됨

○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와 관련한 5개 공약 중 1개 공약이 이행되었고, 1개 공약이 부분이행 되었

으며, 나머지 3개 공약이 미이행됨.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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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불공정 갑질 근
절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
회 구성

○
￭'당. 정. 청 을지로 민생협안 협의체(가칭)' 
구성. 운영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
자 등 “을"의 협상력 강
호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 도입 신설을 내
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에서 검
토 중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 대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
리점법 개정안 국회에서 검토 중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
화

○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
조사 등 조사 협조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18.1.16)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금지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18.10.16)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
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
해배상제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원사업자 및 가
맹본부의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거래법 개정
('18.1.16)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
통업법 개정('18.10.16)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

○
￭'(업무계획)'17년 국정과제 반영(27-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 (김성환 

○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대표성 및 비례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

회의 대표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안, 피선거권을 선거연령

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법률안 등을 추진했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

임. 

○ 또한, 공직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를 제외하고 연

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이루어내지 못했음. 

○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와 관련해서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 심사 제척회피 제도가 도입되었

으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정치․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약들은 정치권의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하려는 큰 틀의 문

제의식은 좋으나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움.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임. 

○ 정책 방향 측면에서 정치․선거제도 공약들은 바람직하지만, 실현이 어려워서 정부는 여야는 물론 국

민과의 숙의형 토론 등 다각적으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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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력 강화

의원 발의 '18.11.9, 산중위 법안소위 상정 
'19.3.13)
   * 관련내용 법 개정현황 : 중기협동조합
법(손금주 의원 발의 '17.2.28, 산중위 계류
중 '17.9.18), 공정거래법(전해철 의원 발의 
'17.11.13, 정무위 계류중 '18.3.7)

최저임급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 납품
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
진

○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18.1.16)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
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추진

○

￭기존 14개소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
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9개소(‘17.10.)
   ** ’19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40개 추가
확대 설치 예정(총 69개소)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서비스강화를 위해 
지역별 법률전문위원 운영 (‘18.4~,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 4개 지역, 
113명 변호사 참여)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다중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
제도 개선

○ ￭업무계획 : 
 - 2019년 내 개정을 목표로 의원발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소관 상임위 위원 상대 법안 설명
 -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
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
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

￭업무계획 :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노
력 계속
 - 재벌 총수 일가 등의 경제범죄 관련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개정ㆍ시행(’18. 6.)
 - 사면심사위원회 2회 개최 등 사면심사 실
질화
 * '17. 12. 30. 사면실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 운전면허 행정제제 감면 
1,650,975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1,716명
 * '19. 2. 28. 사면실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19. 2. 28. 사면은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자를 엄선하고, 정치 
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 범죄 사면 대상에
서 제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
행 200%), 자회사 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 (현
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 강화

○

￭62개 기업집단 대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
태조사 결과 발표('18.7.3)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18.11.30)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
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
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
안 마련

○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
조사 결과 발표('18.6.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18.11.30)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의결권 행
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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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
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
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
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
유 및 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 20% 주식 
보유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등 공시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
소

○

￭대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해소 
추진 
 ㅇ 대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18.2.5, '18.12.27)
 ㅇ 순환출자 변동현황 발표('18.4.2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
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18.11.30)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
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재벌 갑질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
정한 법집행
 ㅇ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경영권 편법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일감몰아주기 
사례 지속적 조사
￭사익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및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시행령 개정, '18.4.17)
 ㅇ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
과 공개 및 수수료 금액, 산정방식 등 상세
내역을 시장에 공시(고시 개정, '18.4.3)
 ㅇ 사익편취 규제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6.25)
 ㅇ 상장,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
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18.11.30)
￭하도급․기술유용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발표('17.12.28, '17.9.8) 및 제도개선
 ㅇ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건 확대를 내용
으로 하도급법 개정('18.1.16)
 ㅇ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 기
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 연장(3년→7
년)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
('18.4.17)
 ㅇ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을 통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적발․조치 역량 확충('18.11.19)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
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
입

○

￭ (업무계획) '18년, '19년 금융위 업무계획
에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반영
￭ (이행현황)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 발
표('18.1.31),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실
시('18.7.2~), 현재「금융그룹감독법』법제화 
추진중
￭ (예산)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연구용역 5
천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19년)
￭ (법령)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 발의   
 * 박선숙의원안('18.6.29), 이학영의원안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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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
입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표시․광고, 제조
물책임 분야 등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
진
 ㅇ 법무부는 확대 도입 방안 마련을 마련하
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
부개정법률안｣(김종인의원안)을 국회에 제출
('18.9.21)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

○

￭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재단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
법 개정안 국회에서 검토 중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안 제출(17년 5월) 
및 공청회 실시(17년 9월),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18년 11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
계적 기반이 되는 금융소비자법 제정 노력 
지속
  *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
칙 도입, 수수료 관련 공시 강화 등 반영

전속고발권 폐
지 및 공정거래
위원회 역할 강
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전면폐지가 아닌 일부 담합행위에 대해 전
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
정안이 국회에서 검토중('18.11월 국회제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기
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
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집행 역량 강화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내부통제시
스템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
 ㅇ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
로 실시간 관리하는 차세대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17.12월)
 ㅇ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실무인력 증원(서울 
23명, 부산 2명)을 위한 직제시행규칙 개정
('18.3월)
 ㅇ 소상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질 폐
해 문제 개선을 위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
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등 공정위 직
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18.11월)
 ㅇ 가맹 분야 갑을문제 개선 등을 위해 가
맹거래조사팀 신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심결보좌 인력 증원 등 공정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19.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를 마련('17.10.19.)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 
확대

○
￭기업집단국 신설 등 공정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17.9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 등
을 위임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 추진

○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가능하
게 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
정('18.3.27)
 ㅇ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
회를 설치․운영 중('19.2.11)

직접지급제 도
입을 통한 하도
급 임금체불 해
결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
에 대해 용역 및 건설 계
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
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

○ (업무계획)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7.12), 업무계획('18.1, '19.3) 기반영
  - 국토부 시범적용('18.1) 및 공공공사 의
무화('19)
○ (예산) 해당없음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1)/ 시
행('19.6)

민간의 경우 하도급 ○ ○ (업무계획)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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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17.12), 업무계획('18.1) 기반영
  - 민간에서 체불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대
금지급시스템(노무비닷컴 등) 활용시 입찰에
서 가점부여(상호협력평가)
○ (예산) 해당없음
○ (법령)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18.3)

기 업 임 금 분 포 
공시제도 도입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
￭임금분포공시제 법적 도입방안 연구
(2018.4.19~)
 * 국내 실정에 맞는 임금정보 공개 대상‧범
위, 공개방식 등검토 중(①임금정보공개청구
권, ②임금체계 정기조사 의무제, ③임금격차 
공시제 등 신설)

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
용노동부 등은 이를 공시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
종 지정제 도입

○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18.6월)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법) 개정안에서 3년->5년으로 연장

적합업종 해제 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지원방
안 마련

○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
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
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
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7.16, 
관계부처합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18.1.23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 심의 중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
핑몰의 입지 제한

○

복합쇼핑몰에대해대형마
트와같은수준의영업제한
(0시부터오전10시까지),
의무휴무일지정(매월공휴
일중2일)

○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
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
델로 추진

○

￭'(업무계획, '18.1.18/19.2.25)'17년 국정과
제 27-4번 반영
￭(인센티브) 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감면 등 총 21개 인센티브 마련
￭(법령)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발표
(2018.11.6),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도입 
및 운영(2019.1.1~)

주가조작 근절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
하고 안심투자 환경조성

○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
한을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
화하 계획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
결시 공개 등 내부통제시
스템 구축

○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방안 마련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
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
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
한

○

￭형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18.3월),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
한 과징금 제재 도입 방안 마련중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
송 소멸시효 확대

○
￭손해배상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18.3월)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
계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는 9년을 주기로 하여 9년 
중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
인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외부감사법 개정)

국민연금 투명
성 강화

국민연급 관련 이해당사
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

○
￭(기금운용)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위원회의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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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
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주주권 행사(스
튜어드십 코드) 추진
* 각계 의견수렴 통해 위원회 전문성․대표성
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

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
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
제화 등 추진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설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
로 임명

○ ￭원칙 없음. 공약자체가 문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주
주권 행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 심의 및 의결
(18.07.30)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이기 위한 활동
은 없는 상황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발표(19.01.20)
(주주총회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의 모든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에 사전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국민연금 사회적책임투자 미흡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
법 · 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소액 주주들의 이
해관계 침해 방지，사외
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
(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
외)

○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
구 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
보공개

○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
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경영
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

조세정의 실현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
형평 과세 방안 마련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특
별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18.4.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표준 3~5억 구간 세율 38%→40%
￭5억 이상(42%) 구간 신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표 3억원 초과구간 
세율 20%→25%
￭대주주 범위 확대(2018.4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4월 10억원 이상→
2021.4월 4억원 이상)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
￭2018년: 7% → 5％, 2019년 이후: 3％
로 단계적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2018.12) 진행했
으나 법인세 최저한세율 관련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
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
￭연구개발(R&D)·설비 투자세액 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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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
세 강화

○
￭특허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결정 
철회

재원 부족 시 법인세 최
고세율 원상 복귀

○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구
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3%p 인상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 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개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2019년부터 시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 ￭신고기준액 5억원 초과로 강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
￭공개대상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이중과세 예방 및 해결 방안, 과세이전협상 
등 논의(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추진

○

￭가구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거나 
등, 재산 요건 ▲단독가구 소득기준,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3천6백만 원 
미만 등으로완화(2019)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
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증액(2019)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
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
여 월세 세입자 지원 강
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
액공제율 종전 10%에서 12%로 인상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으
로 중고품 거래 자영업자 
지원

○
￭2018 세법개정안 중고차의 의제매입세액공
제 적용 연장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취업하는경우소
액체납에 대해서는면제
(한시시행)

○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집행(국세청)

소상공인 · 자영업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

현 국세청 산하의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
부터 독립한 별도의 위원
회조직으로구성

○ ￭본청에 신설. 독립성 결여

합  계 24 16 3 21 1 65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36.9%, 부분이행 24.6%, 후퇴이행 4.6%, 미이행 32.3%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8 11 1 34 1

65개2년 차 24 16 3 21 1

(증감) +6 +5 +2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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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국가권력의 불
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
자 지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사이버사
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

○
￭ 통신비밀보호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간담
회 개최 후 정부안 입안하여 국회상정 추진 
중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
찰 방지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
￭ 공무원의 불법사찰 처벌을 위한 법령 또
는 지침 제개정 추진 중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
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
위 처벌

○
￭ 소병훈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2017. 7. 24.)

○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은 65개 중 완전이행이 24개로 36.9%, 부분이행 18개(27.7%), 후퇴이행 1개

(1.5%), 미이행이 21개(32.3%) 임. 

○ 경제민주화 분야는 공약 자체가 핵심적인 수단(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 빠져 있고, 실효성 없는 정책수단들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음. 

○ 미이행이 많은 부분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개정과 관련된 ‘불법경영

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집단소송제 도입’, ‘중소상인 보호’, ‘주가

조작 근절’ 등의 분야임. 

 

2) 평가

○ 경제민주화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했던 핵심 공약임. 공약 설계가 실효성 없게 설

계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행률이 36.9% 밖에 되지 않음. 경제민주화 공

약을 실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가까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것이 

전부임. 

○ 공약 중 일감 몰아주기 방지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음. 공

정위 전속고발권 제도의 경우, 전면폐지를 주장했으나, 일부 경성담합에만 도입하는 방안으로 후퇴를 

하고 있음.

○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 중 하나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분야는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한다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어, 후퇴 이행되

고 있음.

○ 경제민주화 분야는 결국, 실효성 없는 안으로 설계되었음에도 이마저 이행률이 낮고, 후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 경제민주화 실현의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5. 민주·인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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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
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와 유족들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관련 법률 실무안 검토 중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
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
공 변 호 인 ( P u b l i c  
Defender)제도를 도입
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
기구를 설치

○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중

못 다한 과거
사 진상규명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나 인권침해 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1.1~12.31)
∎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외신기자 초청 투어(3.9~10, 
3.16~17), 희생자 및 유족 위로행사
(3.24), 70주년 특별전 네트워크 프로젝트
(3.31~4.29) 등
∎ 희생자 유해발굴(제주공항 등 4개소, 유
해 5구 발견, 10.30) 및 유전자 감식(279
구 감식, 29구 확인, 11.22)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
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
족에 대한 배상 검토

○

∎ 과거사정리법 제.개정안 심사 대응(행안
위 소위 4회, 2.20, 2.28, 9.11, 12.26)
*'진화위 활동 재개'를 우선 규정하는 인재
근의원안 심사(12.26)
∎ 구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 추
진, 이관식 개최(12.26)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
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 
재단 설립 추진

○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 
실시(4.18)
∎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6.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 업무협약 체결(1.31),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 계약(10.30)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
치 마련

○
￭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진상규명위원
회 활동)

개인.신용.통
신  정보, 안
전하게 보호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
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의 위상강화

○

∎ 4차 산업혁명위 해커톤 참여(2.1~2, 
4.3~4)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8.31)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법 개정안 발의(11.15)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추진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
(일괄동의)를 통한 무분
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
지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발표('18.3.19일) 
 * 금년 중 시행 예정(필요시 법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정
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
화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발표('18.3.19일)
 * 금년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시 법개정)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
템 상시 평가제 도입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발표('18.3.19일)
 * 금년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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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의 인터넷 실명제 폐
지

○

￭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제82조의
4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도는 그 게시판
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하는 경우 그 게시자의 실명제를 요구하지 
아니함. 다만.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언
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선거기간 중 실명
제 유지
￭ 제82조의6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
정안 [유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
원,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 이상민 
의원 소개 청원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
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개선을 위
한 법 개정 추진중(~12월)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
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
록 요건 법제화

○

￭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
부개정법률안(‘16.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이행현황) 법제화 불필요로 미추진
 - 관련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16년 10
월)에서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정의 및 등록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규정은 타당성을 인정
  *2015 헌마 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
유 확대 추진 중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
환

○
￭ 자율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및 정부 지
원 근거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시행
('19.3월)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KBS⸱MBC  등 공영방
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
진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
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제안서를 마
련하고('18.8월)
 -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방통위 정책의견
서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8.12월)

보도 · 제작 ·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 
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
사업자와 취재  · 제작 
·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
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
도 · 제작 · 편성의 자
율성 확보 추진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
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제안서를 마
련하고('18.8월)
 -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방통위 정책의견
서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8.12월)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
송을 동일하게 규제

○
￭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마련
('18.12월)하였으며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
정을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
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
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

○

￭ '17년도 재허가시 부당해직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재허가조건 부가('17.12월)
 - 재허가시 부가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시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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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회복 ·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시민사회 성장
'을 사회 동력
으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비
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

￭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비영리 법인‧단체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방향과 역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
행하고,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 개선

○

∎ 기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연구 추진
(9~12월)
∎ 기부금품법 개정 추진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12.13) - 법제처사전심사 요
청(12.19)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12.20)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
원봉사 정책 개선

○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
획('18~22) 수립(17.12.28) (예산) 전자정
부지원(데이터기반 자원봉사통합 서비스 구
축) 425백만원, (법령) 자원봉사법 개정 추
진(행안위 소위 계류 중)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

∎ '18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수립(5.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법
안소위 심사(9.11)
∎ 데이터 기반 통합 자원봉사서비스 구현
을 위한 ISP사업 최종 완료보고회 개최
(10.5)

합  계 2 9 0 15 0 26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34.6%, 미이행 57.7%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0 2 1 23 0

26개2년 차 2 9 0 15 0

(증감) +2 +7 -1 -8 0

○ 1년 평가에서는 부분이행 과제가 전혀 없었으나 2년 평가에서는 부분이행 과제가 34.6%에 달함. 그

런데도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도가 낮으며 미이행 공약이 57.7%에 달함. 충실한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국가권력으로 인한 피해 근절과 지원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

한, 시민사회를 새로운 사회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제도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모두 추진

에만 머무름.

 

2) 평가

○ 민주·인권회복 과제는 다양한 부처들의 과제가 섞여 있음.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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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대통령 직속 일
자리위원회 설
치 및 일자리정
책 집중관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
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
자리 정부구현 

○
￭ 효율화방안 및 지역수요를 반영한 사업개

편 및 예산편성(8.30, ’19년 일자리사업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등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고용
영향평가제 실시

○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산편성 시 활

용(8월)
￭ 제·개정법령 고용영향평가 시범실시(12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OECD 1/3 수준에 불과
한 공공부문 고용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인상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한
국 7.6%"

○ ￭ ’19년 공무원 충원규모 정부안 확정(9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교사 경찰관， 부사
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
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
자리 17.4만개

○ ￭ ’19년 공무원 충원규모 정부안 확정(9월)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
￭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개 확충(9.30.기준)
￭ 사회서비스일자리 2단계 확충 계획 수립(12

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
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

￭ 12월말 기준, 1단계 기관 전환계획 15.1
만명 대비 17.2만명 전환결정(113% 달
성)

￭ 2단계 전환결정 2.5천명
￭ 3단계 실태조사 완료(12.10)

실노동시간단축 
등 일자리나누
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제도 개선

(‘17.11.9 근로기준법 개정 , ’18.5.29 
시행) 등

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총 5개 부처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약이행에 나서야 함.

○ 상당수 과제가 정부 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시민사회, 학계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 제·개정을 통해 달성할 공약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과제가 많으므로 

이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는 정부의 성향과 정책 기조로 문제는 발생

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제도 개정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되풀이 될 수 없게 하는 

것도 필요함. 

 

6.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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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
국적으로 확산

○

￭ 일자리 함께하기 승인‧지원(매월)
- 289개소 5,577명, 30,546백만원 지원(12

월말 기준)
￭ 충북, 수원시, 아산시, 전남-광양(컨소시

업), 광주, 시흥 등 확대시행 예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완화

○

￭ 중소기업 신기술․고숙련 훈련 우대지원을 
위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시행(1.5)

￭ 현장훈련 사업선정 및 훈련기관 확대 시행 
중

성별 연령별 맞
춤형 일자리 대
책 마련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
행 3% -> 5%로 확대하
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
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
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01상 
5%) 적용

○

￭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관련 
후속조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완료(12.31 
공포)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
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
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
원기급) 신설

○ ￭ 진척사항 없음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
째 채용직원 임금전액을 
3년간 지원(3년동안 연 5
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

○ ￭ ’17년 기 이행

미취업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
우， 구직휠동 중에 생계
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
록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
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

○

￭ 구직촉진수당 집행 (이행)
￭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예산 편

성시 포용국가 실현과제 구체화 (미이행)
- ‘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

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예정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
로 최초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
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 
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
공 고용서비스” 제공

○

￭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3.15.)에 따른 
2+1 확대·개편 사업 공고 및 시행(6.1.)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훈련 실시(3
월~)

￭ ’19년도 운영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
영대학공모(7.9.) 및 선정(9.5.)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
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
대

○ ￭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통과 (2019.3.29.)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급 지원 확
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
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운영(중
기부, '18.4)

- 126개 제품 268억원 구매 (’18)
- 공공구매 관련 행정규칙 등 개정
 - 신성장동력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 지정 등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 ￭ 연대보증 면제를 ’18년 보다 대폭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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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
금 및 투자펀드 확대

9만여 건 목표
￭ 공공 정책금융기관(예 :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을
￭ 단계적으로 정리(‘19년 1.2조원)하여 재도

전 걸림돌 제거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 
기업에 특별 자금 및 보증을 공급(’19년 
900억원)하고, 소액 성실상환 제도를 신설

￭ 신용회복과 동시에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신설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
대 보험료 지원

○ ￭ 계획 없음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

￭ 혁신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한 공공조달 
활성화(’19년 약 92조원 목표)

- 혁신제품 시범구매 : (’18) 268억원 → 
(’19) 2천억원e → (’20) 5천억원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상향 
조정(10% → 15%)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
에게 공공특허의 무상제공 
또는 미활용⸳휴면특허의 
연계지원 강화

○

￭ IP-PLUG 기술분야별 킥오프(총 10개 기
술분야, 4월) 및 추진(계속)

￭ 특허 포트폴리오 과제별 킥오프(총 35개 과
제, 4월) 및 추진(계속)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 방지법) 제정

○

￭ 계획 없음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
링오프제(사직숙려제도) 
도입

○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
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
조건 승계 의무화

○ ￭ 계획 없음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
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
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 ￭ 최저임금 인상 (단계적 ’20년까지 이행 중)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
보험 지원 추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
금 고용보험의 50%지원)

○ ￭ 계획 없음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 ○
￭ 임금보전보험 도입 및 건강보험료 지원 제

도(계획 없음)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을 통

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법 개정안 국회 제출(‘18.4.16)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
료 부담 완화

○ ￭ 계획 없음

신중년근로시간단축제 도
입

○
￭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

팅 지원(150개소)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
￭ 신중년폴리텍 신중년 훈련(4개 캠퍼스, 7개 

과정 175명 훈련) 중

신중년 재충전센터 전국 
설치

○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설치(’18) 및 확대

(’19) 중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
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대상 (다만 40
세이하 귀농인 일부 허용)

￭ 귀농 희망자 대상 귀농인의 집(정착 전 체
험관) 임대 전국 70개소



- 140 -

￭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 ’19년 9개소 예
정

￭ 주택구입지원자금 확대 ’17년 3천억원+추
경 1천억원 편성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
템 구축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 개선
- 지원기간 연장(11개월→13개월)
- 지원단가 인상(135만3천원→157만4천원)

자영업 활성화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
권 전용]으로 지급

○
￭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근로장려금

(EITC) 등 6.6조원 규모 직접지원 예정 
(’19년)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
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확대

○ ￭ ’17년 기 이행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대
상확대 및 지원

○

￭ 복지부 및 고용부 협업,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강화 계획(’19)

-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계획(기준보수 상향 조정 190 →210만원)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 계획(50 → 60%)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
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

￭ 폐업에 대비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140 
→ 148만명)하고,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매칭 제도 도입 (신규가입자 1만
원 내외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집행실적 점검
(12.11)

- 현재 신청·집행실적: (신청) 277만명 / 
(집행) 2조 751억원 집행(89.1%)

￭ 소공인특화지원 기본계획 수립(2.5, 
’19.2.20)

- 예산 : 340억원(2018년), 419억원(2019
년)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6.12)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

￭ SSM 영업시간 규제 (유통법 시행)
￭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홍익표의원 대

표발의 계류)

￭ 지자체 조례 예외조항(예: 면세점 등 일부
매장 제외) 계획 (’19)

￭ 소상공인 생활밀착 대표업종인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연도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18.1
월, ’19.2월)

- 예산 : 동네슈퍼 협업화(체인화) 지원사업
비를 정부예산에 반영(’18년 23억원, ’19
년 25억원)

- 법령 :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운영지
침 제정(3.20)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완료 (12.27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 
,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
킴이， 우리 동네 야간 

○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수립·발표(2.9)
- (노인) 10만개 확대된 노인일자리(총 6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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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
미， 보육도우미， 택배수
령 대행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
로 일자리 확대

를 조기에 집행, 돌봄서비스 확대(28.1→
34.3만명)

- 일자리 예산(’18→’19년) : 19.2→
22.9조원<노인일자리 51→61만개>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
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
상, 중장기적으로 60~70
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
니잡 형태의 노인일자리 
육성 

○ ￭ 계획 없음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
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
용

○ ￭ 진척사항 없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현재 고용인원(민간
기업 500인， 공기업 50
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용기준에 매출기준을 추
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
상인 기업까지 확대 평가
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
도 고려

○

￭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총 42개소를 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명
단을 공표(3.8.)

￭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18),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19)될 예정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
한 새일센터 기능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많은 주요 
직종 발굴， 유형별 ‘새일
센터’ 운영 내실화로 경력 
- 대상및지역특성 등을고
려한차별화된 대상별 취업
지원활성화, 좋은 일자리 
매칭 상담부터 사후지원까
지 통합지원

○

￭ 새일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 새일인턴운영 / 창업지원
- 경력단절예방 지원
￭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새일센터 역량강화

지원,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 확대

○ ￭ ’17년 기 이행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급여 신청시 고용지원
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

￭ 진척사항 없음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계약기간
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
장함으로써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
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 
보완， 체계적이고 구체적
인 구제 절차마련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정부합
동,3.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5.28 관보게재)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개정 및 배포(6.7)
￭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시달

(6.19)
￭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 발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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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동 7.3)
￭ ’18년도 감독실적(12월)
- 658개소 실시(543개소 2,100건 위반, 시

정 및 과태료 부과 등)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 ￭ 계획 없음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초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 60시간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
￭ 일용직건설노동자에 한해서만 법률개정(이

행근거 부족)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
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
장하고， 자발적 이직자 
(이직 후 6개월 후)도 실
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 ￭ 진척사항 없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랙서비스 71사， 레미콘 
기사， 대줄모집인， 신용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
전기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
자고용보험적용

○ ￭ 진척사항 없음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
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
대

○
￭ ’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

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중

노후소득보장 강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급
사업을 개편하여 영세사업
장 근로재30인 이하 사업
장 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급에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기업 퇴직연급기금」제도 
도입

○ ￭ 진척사항 없음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
수료 확대 지원 등 부담
금 및 수수료 지원

○

￭ 근로복지공단,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 등

- 수수료 우대율 0.1%p 추가인하 (정부 직
접지원: 미이행 / 간접 지원: 애매모호)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
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
입제도’확대 · 개편

○

￭ ’17년 기 이행정년 이전 직장을 퇴직한 
경우， 최대 3년(단계적으
로 정년 도달시기까지 확
대)까지 퇴직자의 직장가
입자자격유지(지역 가입자
자격 선택 가능)로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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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7 21 0 19 1 58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9.3%, 부분이행 36.2%, 후퇴이행 0%, 미이행 32.6%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4 18 0 23 3

58개2년 차 17 21 0 19 1

(증감) +3 +3 0 -4 -2

○ 전체 58건 중 현재 17건 29.3% 완전이행.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개선․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

는다면, 지금과 같은 공약 이행률에 따라서는 나머지 공약을 완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평가

○ 주요 내용

적극이행 노인 및 신중년 퇴직자 계층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 지원 공약 (※ 다소 양호)

노력필요
청년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약 (※ 헛 공약 및 예산효율성 재고 요망)

☞ 전년대비 관련 예산은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개선,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

매우미흡 여성 고용 및 처우 개선 공약 (※ 현재까지 추진계획 및 이행노력 없음)

주의요함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공약 (※후퇴이행 주의 요망)

☞ 중소벤처기업부 ’19년도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에 대한 지자체 조례 예외조항 (예: 면세점 등 복합쇼핑

몰 내 일부매장 제외) 신설 계획 

○ 세부평가

￭ 양·질의 관점에서, 2018년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에 따른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6)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비활동경제인구를 포함한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pt 하락했지만 실업률은 3.8%로 전년 대비 +0.1% pt로 증가함 [도표1].

[도표1]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도표2] 인구증감 및 취업자증감 비중 비교 (단위: 만 명)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재인용

6) 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고용동향 5대 특징, 양과 질 나빠져” 보도자료, 2019.04.02.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
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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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로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 2천 명의 

38.5% 수준인 9만 7천여 명 증가에 그쳤음 [도표2].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9)”는 평가가 가능함.

￭ 특히 전체 노동인구의 38.2%를 차지하는 40·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pt 및 –0.1%pt 동반 하

락했다는 점에서, 이는 지난 2003년 및 2009년을 제외하고 40·50대의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

은 지난해가 처음임 [도표3].

[도표3] 2018년 연령별 고용률 증감 (단위: %) [도표4] 저임금, 고임금산업 취업자 증감 비중 추이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인용

￭ 또한, 작년 전체 취업자 수가 9만 7천여 명 증가한 것에 비해, 2015년부터 저임금산업의 비중은 

69.7%로 증가추세를 보임 [도표4].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재생산성이 높은 민간 부분보다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비교적 많았음 [표1]. 

[표1] 2018년 저임금 및 고임금 산업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만 명)

저임금 산업 고임금 산업

업종 취업자 증감 임금* 업종 취업자 증감 임금

농림어업 134.0 +6.2 - 광업 1.9 -0.4 1.1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2.7 +1.2 0.97 제조업 451.0 -5.6 1.16

건설업 203.4 +4.7 0.82 전기가스증기ㆍ공기조절공급업 7.0 -0.2 1.91

도매 및 소매업 372.3 -7.2 0.95 정보통신업 83.7 +5.5 1.27

운수업 140.7 +0.2 0.99 금융 및 보험업 84.0 +4.6 1.79

숙박 및 음식점업 224.3 -4.5 0.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9.6 +0.4 1.41

부동산업 52.8 -1.2 0.77 교육서비스업* 184.7 -6.0 1.01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31.1 -6.3 0.6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1.0 +5.2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4.6 +12.5 0.83 국제 및 외국기관 0.7 -0.5 -

예술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44.5 +1.6 0.80 합계 3.0 -

협회,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3.6 +1.4 0.71  *주석 1) 임금 = 산업 평균임금 ÷ 전체 평균임금

       2) 사교육 비중이 높은 교육서비스 업종의 경우, 저출

산 및 10대 인구감소에 따라서 현실적은 측면

에서 재생산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평가하지 아니

함.  

가구내고용 미분류자가소비생산활동 4.8 -1.7 -

합계 +6.8 -

*출처: 고용노동부(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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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60대 이상 노년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외연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생산

성이 높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임금보조” 및 “고용환경․경영방침 개선” 등에 대한 공약 이행과 정책유인의 내연이 다소 

부실했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전체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약을 살펴보면 고용노동

부가 민간이나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공공이나 취업 훈련·서비스 기관 등 제 3자를 통한 간접

지원 많다는 점[표2]에서 이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큼.

[표2] 청년 고용활동 지원 예산 (단위: 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1) 2018년4) 2019년 증감

청년구직활동지원금2) - 1,597 +1,587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5,029 3,710 -1,319

청년내일채움공제 4,258 9,971 +5,713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3,417 6,745 +3,328

해외취업지원 526 560 +34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319 260 -59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46 211 -35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235 281 +46

한국잡월드운영 192 212 +20

청년센터 운영 76 53 -2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3) 102 - -102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건립 90 - -90

합계 14,490 23,600 +9,100

*주석 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육성 예산 제외된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2019) 재구성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 예산 포함

      3)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합산

      4) ’18년도 추경예산 포함

￭ 헛공약의 문제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이행한 위탁사업의 일자리 창출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2018년 정부 전체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2조 8,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pt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지만(고용노동부, 2018),7) 그 결과 전체 청년 취업자의 수는 전

년 대비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음(통계청, 2019).8) 즉, 취업이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

기보다 제 3자 위탁기관을 통해 세어나간 것.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

평가를 아래 [표3]과 같이 공약 효과로서 제시함.

7) 고용노동부, 2018회계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4면.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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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정부 전체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단위: 억원)

일자리 창출 2017년 2018년 증감

예산 18.3조원 19.2조

-6.4조원추경 11.2조원 3.9조원

합계 29.5조원 23.1조원

취업자 증감 31.6만명 9.7만명 -21.9만명

취업자 1인당 예산비용 0.93억원/명 2.38억원/명 +1.45억원/명

1억원 예산집행 시 기대 

취업자의 수
1.07명/억원 0.42명/억원 -0.65명/억원

실업률 3.7% 3.8% +0.1%pt

실업자 102.3만명 107.3만명 +5만명

*출처: 기획재정부(2019), 통계청(2019) 재구성

￭ 일자리 창출 예산은 2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조 원 다소 감소

￭ 전체 취업자 수는 9.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만 명 대폭 감소

￭ 취업자 1인당 집행된 정부 예산은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명 비용증가(추정)

￭ 정부 예산 1억 원 집행 시 기대 취업자의 수는 0.42명으로 전년 대비 –0.65명/억 원 효과감소(추

정)

￭ 2018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 결과, 취업률 및 실업률은 다소 개선됐으나 실제 실업

자의 수는 10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 실업자 양산

○ 소결

￭ 양·질의 관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은 실패했다고 종합

평가할 수 있음. 즉, “보여주기”식의 헛공약을 이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일자리 창출 공

약에 대한 대통령의 다분한 노력에 비해 관계부처의 정책적 노력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그 결과 

취업자 –21.9만 명 감소, 실업자 +5만 명 양산, 예산집행 효과는 전년 대비 –2.5배 감소함.

￭ 첫째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중심으로 1조 4,490억여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통해 청년실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

으로 보였으나, 정작 일자리가 부족한 경제구조의 현실에서 이 같은 지원정책들은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헛된 노력이 아닐 수 없음. 인구통계학적인 한계와 고용률 통계의 편향성9)을 넘

어서 보다 실제적인 노력과 현존하는 비-수혜자들의 목소리10)에 귀 기울이는 한편, 더욱 실제적인 

대응 노력해야 함. 즉, 고용률 통계의 분모(경제활동인구의 수) 개선에 집착하지 말고, 분자(취업자

의 수) 개선에 집착하라는 얘기다.

￭ 둘째 여성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부가 <경력단절자 재취업․관리 서비스> 지원 외 별다른 정책적 노

9) 고용노동부, (참고)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보도자료, 2019.04.04., 2-3면 참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10) 국민일보,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 “대체 누가 받나요,” 2019.02.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593&code=11151100;

또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같은 기사의 설문조사 원문 공개, 2019.04.03. http://naver.me/x1RWTnn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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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상시 지속적 업
무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
를 OECD 수
준으로 감축

기간제 - 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수준으
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

￭ 비정규직 정책 TF 내 사용사유제도 도
입방안 논의(12회)

￭ 사용사유제도(안) 마련(6월, 비정규직 
TF)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 ￭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

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일례로, 일자리 부족과 출산휴가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간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노력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여성·청년에 대

한 고용의무할당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진행된 않았음. 물론「남녀고용평등법」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용불안정성”을 일부 개선한 성과는 인정됐으나, 미투운동을 계기로 

단편적으로 얻게 된 반사적 성과이지 정부의 성인지예산정책에 기초해 얻은 성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11) 이 같은 관점에서, “거짓” 공약이 되지 않도록 향후 여성에 대한 여성 고용·노동에 

대한 공약을 적극 이행해야 함. 중앙부처 관계 기관들은 여성가족부에만 그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보다 책무성 있는 대응 노력이 요구됨.

￭ 셋째 중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부가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은퇴 이후 생

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사회보험 보장 불안

정성”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함. 보다 장기적인 접근 전략과 대응 노력을 필요

로 함.

￭ 기타 판단 불가 1건, 즉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 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공

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를 필요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19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

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면세점 및 복합쇼핑몰 내 특정 매장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는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는 후퇴 이행에 

해당함.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전이므로 “판단불가”로 평가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 및 

상생의 관점에서 보다 진실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함.

￭ 그러므로, 예산 낭비를 막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위해 <청년 및 여성

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상생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소매업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민생 공약을 후퇴시키지 말 것, 그리고 ▲혁신적 성장을 위해 <제

조업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을 기초로 한 경제안정 공약을 지킬 것을 당부함.

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11) 경실련,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 정책 조사 제출 (2018.3.7.) 성명, 2018.3.12. http://bit.ly/2FP51by;
또는,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tand Up against Sexism, Inequality and Sexual Violence at Your Workplace—with the Socioeconomic 
Reform Policies, the OHCHR’s thematic report (UN General Assembly 73rd session, 2018) “The impact of economic reform policies on women’s 
human rights,”*see this: https://www.ohchr.org/EN/Issues/Development/IEDebt/Pages/ImpactEconomicReformPoliciesWomen.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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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공공 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
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
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
소의 모범 창출

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15.1만명 대
비 17.2만명 전환결정, 113% 달성)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
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2.5천명 전환결
정)

￭ 3단계: 민간위탁 기관 실태조사 완료
(12.10)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
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 계획 없음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
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
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 등 고용형
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
￭ ’17년 고용영향 평가제 시행 이후, 진척

사항 없음

고용형태 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공시 의무화

○ ￭ ’17년 기 이행

상시 · 지속적 업무 및 생
명 · 안전 관련 업무는 정
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
고，출산 휴직 결원 등 예
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
용하도록 하는 ‘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
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

○

￭ 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9.3~12
월)

￭ 위험외주화 방지법(김용균 법) 제정
- 도금, 수은 등 유해업무 도급 금지 (개선)
-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인가 조건 (개선)
- 재도급 금지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 (현행 
월 60만원)

○
￭ ’17년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제도 개선 이

후, 진척사항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
규직고용 상한비율을 제시
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
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
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급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안전
망을 확충

○ ￭ 계획 없음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
정으로 차별없
는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
원회" 구성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 비정규직 TF 비정규직 정책방안 마련 
논의(8회) 및 차별시정제도 개편안 구체
화 논의(12회)

￭ 차별시정제도 개편안 마련(6월)

￭ ‘18년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실적
- 차별 진단 559개소, 개선지원 421개소

(10월말 기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
적 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급 
· 근로시간 성과급 · 퇴직
급 · 사회보험 · 복지제도 
· 경력인정등 차별해소

○ ￭ 진척사항 없음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 ○ ￭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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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급 고용 보험의 50%
지원)에 건강보험 추가 지
원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 ￭ 계획 없음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차별 해소, 대기업→중소기
업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
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
를 80%수준으로 축소

○

￭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하고 인센티브 부여중('18.6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대기업 공공부
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
해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
임 도입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12.27) (단, 형사책임은 제외됨)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
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
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
건승계의무화

○ ￭ 계획 없음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불법파
견 근절

○
￭ 비정규직 T/F 정책방안 논의 (17회)
￭ 파견·도급 및 용역근로자 보호 전문가(안) 

도출 (6월)

불법파견⸳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

○

￭ 판단근거 부족
-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 했으나, 금지

조항이나 벌칙조항만 있을뿐 직접고용 전환 
규정이나 제도화 됐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여부 결정)

최저임금 1만원
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
소득 증대

현행 최저임급(시급)을 
2020년까지 1 만원으로 인
상

○
￭ ’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8.3),단계

적 이행 중: 8,350원(2019년) / 7,530
원(2018년) / 6,470원(2017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 등을 포함

○
￭ 산입범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6.12, 

공포): "가구생계비"는 미반영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추진 예정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 악의적 최
저임금 위반 사업주에대한
제재

○

￭ 최저임금 감독계획 시달(1월) 및 점검 실시
(1~3월)

￭ 상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 예비점검대상 사업장(3만개소) 사전계도(9.

5～9.30) 후 4천개소 대상 점검 실시
(10.1～12.14)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

￭ 홍종학 장관, '19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 소상공인 지원대책 구두로만 신년 업무보
고 때 발표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누락됨)

- ’18년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대 됐다고 볼 수 있는 판단근거 부족

- ’18년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
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반 신용카
드에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의 
누높이에서 확대 됐다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 부족

- ’18년까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Zero 
-card Pay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는 서울시 지자체 사업이고 정부 지원 사업
이라고 볼 이유 없음.

- 현재 지원실적 매우 미비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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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
금 보장제도 도입

○

￭ 하도급의 경우,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기
존의 원재료 인상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했으나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정신청 가능 (이행)

￭ 프렌차이즈의 경우, 노동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 외의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계획 없음 
(미이행)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 ·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생활임금제 활
성화 근거법 마련) 공공조
달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
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에게
도 확산

○

￭ 상반기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 현황 조사
(5.24)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여부, 산정기준, 산입
항목, 적용대상, 결정금액 등 조사(4월말 
기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
용 의무화 방안 마련

○ ￭ ’17년 기 이행

합  계 3 10 0 11 0 24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2.5%, 부분이행 41.7%, 후퇴이행 0%, 미이행 45.8%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 7 0 14 1

24개2년 차 3 10 0 11 0

(증감) +1 +3 0 -3 -1

○ 전체 24건 중 3건 12.5% 완전이행.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개선․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공약 이행률에 따라서는 나머지 공약을 완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평가

○ 주요내용

적극이행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 증대 (※다소 양호)

☞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실화 필요

노력필요
대기업 공공부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 (※실효성 재고)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범위 협소, 사용자 형사책임 누락, 직접고용 자동전환 규정 누락

매우미흡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나머지 공약 

적극이행 요망)

☞ 양․질의 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 증가, 임금격차 등 모든 유형의 비정규직 차별격

차 심화

○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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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관점에서, 2018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공약이행에 따른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33.0%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

하였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661만 4천 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3만 6천 명 증가함 [도표

1].

[도표1] 비정규직 고용현황 (매년 8월 측정기준)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재인용

￭ 또한, 성별 및 장애에 따른 고용현황을 보면, 여성의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

만, 질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비정규직의 수는 전년 대비 +4만 6천 명 +0.3%pt 

증가함. 한편 장애인 고용의 경우 양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전년 대비 –6만 명으로 감소

하였으며 질적 측면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에 비해 높음 [표

1].

[표1] 성별 및 장애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현황 (매년 8월 측정기준)

성별

2017년 2018년

정규직 

규모(천명)

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규모(천명)

비정규직 

비중(%)

정규직 

규모(천명)

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규모(천명)

비정규직 

비중(%)

전체 13,428 67.1% 6,578 32.9% 13,431 67.0% 6,614 33.0%

남자 8,242 73.7% 2,946 26.3% 8,236 73.7% 2,936 26.3%

여자 5,186 58.8% 3,632 41.2% 5,195 58.5% 3,678 41.5%

장애인 239 40.6% 350 59.4% 237 40.7% 346 59.3%

*출처: 통계청(2019,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재구성

￭ 특히 차별 유형별로 봤을 때, 모든 유형에서 차별격차는 벌어졌으며 특히 <월평균임금>, <퇴직급여

가입률>, <유급휴가수혜율>를 중심으로 더욱 벌어졌음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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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격차 (매년 8월 측정기준)

차별유형별

2017년 2018년 차별 증감

정규직
(A′)

비정규직
(B′)

절대격차
(C′)

정규직
(A)

비정규직
(B)

절대격차
(C)

절대격차
(D)

상대격차
(E)

평균근속기간(개월) 91 30 61 93 31 62 +1개월 1.008 

평균취업시간 40.7 32.7 8.0 39.3 31.2 8.1 +0.10시간 1.006 

월평균임금(만원) 285.1 156.9 128.2 300.9 164.4 136.5 +8.3만원 1.032 

국민연금가입률(%) 85.0 36.6 48.4 86.2 36.6 49.6 +1.2%pt 1.012 

건강보험가입률(%) 88.4 45.3 43.1 90.1 45.9 44.2 +1.1%pt 1.013 

고용보험가입률(%) 85.9 44.1 41.8 87.0 43.6 43.4 +1.60%pt 1.019 

퇴직급여가입률(%) 87.8 41.5 46.3 89.9 41.5 48.4 +2.10%pt 1.022 

상여금수혜율(%) 86.2 39.1 47.1 86.4 37.8 48.6 +1.50%pt 1.016 

시간외수당수혜율(%) 59.3 24.2 35.1 59.7 24.6 35.1 0%pt 1.000 

유급휴가수혜율(%) 75.7 31.7 44.0 77.9 32.1 45.8 +1.80%pt 1.020 

*주석: 1) (C) = (A) - (B)                                            *출처: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재구성
     2) (D) = (C) - (C′)

     3) (E)=(C)÷×′

 

￭ 따라서 2018년 비정규직의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전체 취업자의 –21.9만 명으로 감소하고 실업자의 수가 +5만 명 증가한 가운데,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수와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소결 

￭ 양·질의 관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공약 이행은 

실패했다고 종합평가할 수 있음. 물론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 공약을 이행하

기 위해 제도적 기초를 성실히 마련하여 외연을 넓혀왔으나, 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

우 개선 대책은 2018년 동안 진척된 것이 없고, 2019년 현재 정부부처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즉,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위한 헛공약을 이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고용의 수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만을 개선하는 데 급급하여 비정규직을 +3만 6천 

명 (+0.1pt%) 양산했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이 상당히 악화됐으며) 비정규직의 임금 

등 모든 차별격차는 오히려 더욱 악화됨.

￭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감축 공약이 곧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물론 공공에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됐으나, 민간에서의 노력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음. 일례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차별 해소 위원회 설립 외 별다른 정책적 성과

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음. “겉보기” 등급에만 집착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

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 노력해야 함. 예를 들면, 차별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약에 따라 적정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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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하
여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창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
안 국회 의결(5.28), 공포 및 시행
(6.1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11.22)

논의 의제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
곤층 보호를 위한 고용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고용과 연계된 복지
영역으로 확대

○

￭ 의제별委 발족 및 운영
- 사회안전망개선委, 산업안전보건委, 디

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委,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委, 노동시간제도개선위委

①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②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 서비
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들이 함
께 모이고 대통렁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제 추진

○

￭ 업종별委 발족 및 운영
- 공공기관委(11.13~), 금융산업委

(11.19~)
- 종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중 (법안

소위 19.3.13. 상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고용 · 취업형태의 다
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
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
관・과정 선정(1.8)

￭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委 
출범(10.30)

노사정이 2010
년 약속한 1800
시간대의 노동시
간 실현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위해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
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노동시간공시제
도도입하고， 국가차원의노동시간 단

○ ￭ 진척사항 없음

￭ 둘째 파견직 등 비전형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 및 처우 개선에 유의할 것. 일례로, <대기업 공공

부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 공약의 경우 故김용균님 사

망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유해 업무에 대한 도급‧재도급 금지 원칙 및 조

건부 정부인가 등의 예외기준이 마련됐으나, ①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②도입 과정에

서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제외됐으며, ③직접고용 자동전환 규정이 누락돼 있어 여전히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보다 완성도가 높은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셋째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①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생계비를 포함하고, ②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보다 개혁적 노력해야 함. 예들 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

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공약을 보다 현실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감축> 공약을 반드

시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또한, ▲상생적 성장을 위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

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공약을 이행할 것을 당부함.

8. 노동 존중 사회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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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계획수립의무부여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
원 방안 마련)

○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8.2월) (완전이행)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한
시적으로 인정(’21.7.1.～’22.12.31.) (한
시법: 부분이행)

연장근로 제한 법제가 적용되지 않
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 
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8.2월) (완전이행)

-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
소연속

- 휴식시간 보장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
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 전년과 동일 (특별근로감독 시행 중)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일명 ‘칼퇴근법’)도입

○

￭ 유사 법안(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이 발의 (근거부족)

￭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논
의 중인 것 없고,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에서 빠져있음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
제도 규제

○ ￭ 진척사항 없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 ￭ 계획 없음

체불임금 제로시
대 선도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
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체당금 지
급 범위 확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계속)

￭ 임금체불 관련 원청(도급인)의 책임 강
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7.9.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3.20. 설훈 
의원 대표 발의)

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
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

○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
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
불벌제 적용 제외 등 처벌강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에서 5년)연
장

○

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
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추가증원

○ ￭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마련(1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
수사 TF운영

○ ￭ 계획 없음

노동인권교육 의
무화 및 알바존
중법 도입, 청소
년기부터 노동기
본권 보장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
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
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 겨울방학(1.29～2.2 및 7.30～8.3) 대

비 청소년 보호 정부 합동점검 실시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
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
고，국가가 구상권 행사

○

￭ ’17년 이용득 의원 관련법안 국회 통
과 못함

￭ ’18년 "체당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지원 하
는 방침"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포함
한 바 있으나, 진척사항 없음

￭ ’19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법무부 및 
법률지원공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 
방침에 합의하였으나, 정부의 선지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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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대한 지원계획 아직 구체화 된 바 
없음 (“확정판결요건” 폐지 수준에서 현
재 논의되고 있음)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재보험법 개

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적 근
거 마련(12.27. 본회의 통과)

알바존중법 도입 등으로 청년일자리 
기본권 보장

○
￭ ’17년 이용득 의원 관련법안 국회 통과 

못함
￭ 현재까지 진척사항 없음

국제노동기구 핵
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
는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 187호， 194
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협약(제
29호，1930, 171개국 비준)과 ‘강
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
7，167개국비준)비준

○ ￭ 진척사항 없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 ￭ 진척사항 없음

10% 불과한 노
조가입율과 단협
적용률을 획기적
으로 높여 노동
존중사회 건설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
율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
해 법 ·제도개선추진

○
￭ 노사관계 법‧제도 논의를 위한 ‘전문가 

연구 위원회” 운영 (계획중)

헌법 상 노동기본권 보장 ○
￭ 대통령 개헌안: "근로->노동" 변경하였으

나, 개헌 불투명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노사자치주의 
원칙 훼손하는 공공 · 금융부문 성
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
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
정지도중단

○ ￭ ’17년 기 이행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
의 권리보장

 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 ‘한국형 노
동회의소’ 설립 추진 

○
￭ 이용득 의원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19.2.28)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표기구인 종
업원대표제도 실질화

○

￭ 노사 이견이 커 공익위원 중심의 방안 
마련·발표(11.20)

￭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12.19)

￭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속적 지원, 
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다소 
지연

경찰, 소방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 이용득 의원 관련법안 발의 (11.21), 현

재 계류 중

공공기관 노동이
사제 도입하고 
민간확산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

￭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가 결정할 사항" 노동이사제 반대
(19.3.7.)

￭ 금융위, 입장 없음 (침묵).
- 기업은행 이사회, 노동이사제 도입 실패 

(19.3월 주총)
- 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 공모(19.4월 예

정).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
￭ 그 밖의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구체적

인 도입 논의 없음.

부당해고된 근로
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
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

○
￭ ’12년 공무원노조 136명 부당해고(ILO 

151협약, 미비준)에 대한 국제공공노련
(PSI) 청와대 촉구 서한 현 정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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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직이 가
능하도록 함

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하고 복
직의무 불이행시 임금상당액 지급 
제도화

침묵
￭ ’16년 및 ’17년 MBC 부당해고자 노동

위원회 복직 명령 미이행, 부당해고자 
MBC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보호
법 제정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
개정

○

￭ 위험외주화 방지법(김용균 법) 제정  (실효
성 없음)

- 실제 적용법위 매우 협소 (후퇴)
- 도금, 수은 등 유해업무 도급 금지 (개선)
-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인가 (개선)
- 재도급 금지 (개선)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조항 징역형 삭제 
(후퇴)

- 원청에 대한 책임의무 명시 (개선)
- 건설 및 조선 등 적용범위 확대 (일부개선)
-사업주의 위험사업 평가 등 예방조치 제공 

(개선)
￭ 전자·서비스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기본계

획 수립·시행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
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4.17)
- 산업재해 보험적용 (미적용)

30만 택시운전자
의 생존권 보장
과 권익향상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
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지원

○

￭ 농어촌․벽오지에 100원 택시, 콜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62개 시‧군, 552
억원 지원) (일부 지원)

- (예산) 31.5억('19)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다변화 지원

○
￭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를 중심으로 지원, 하

지만 택시에 대한 지원 계획 없음

택시운전자 근로복지 지원 ○

￭ 통합택시운전자 관리시스템 구축
￭ 택시근로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17.12.19.)
￭ 택시운전자 쉼터 및 편의시설 확대
-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추진중(지원근거 등 

법규는 기마련)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
￭ 업계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완료

(’1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
정)

택시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 한 점 개선

○
￭ (예산) 1,766백만원(’18),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 장비 구축완료(’19.5)

운송비용 전가금지， 신고포상제 도
입 등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
한 협의체 가동

○ ￭ ’17년 기 이행

합  계 5 18 2 11 5 41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2.2%, 부분이행 43.9%, 후퇴이행 4.9%, 미이행 26.8%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 13 0 25 1

41개2년 차 5 18 2 11 5

(증감) +3 +5 +2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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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1건 중 현재 5건 12.2% 완전이행, 전년보다 미이행 공약이 많이 줄어들었음. 공약을 이행하

려는 종부의 개선․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공약 이행률에 따라서는 나머지 공약

을 완수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2) 평가

○ 주요 내용

적극이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하여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

의 권리보장> 공약 (※다소 양호)

☞ 향후 실질적인 노사정타협(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약이행 요망

노력필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의지부족, 거짓공약 되지 않도

록 반드시 이행)

☞ 고위관료와 재벌기업의 편견으로 인해 공약이행이 계속 지체되고 있음.

주의요망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함> 공약 (※후퇴이행)

☞ 국제기구 권고 및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침묵 및 방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민간확산> 공약 (※후퇴이행)

☞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면 반대

○ 세부평가

￭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노동 존중 사회실현> 공약은 전년보다 미이행 공약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예를 들면, <노사정 협력 및 타협을 위한 대화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약 이행의 가장 기초를 마련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 하지만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측면

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 실질적인 협력과 타협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약들의 경우 일부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후퇴 이행시키

거나 제도 정착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의 경우 정부의 

편견으로 인해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의 ILO 핵심협약 단결권 등에 대한 노사정 

충돌 연구 및 비준에 따른 무해성을 실증하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12) 재벌 대기업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편견으로 인해 정부가 공약 이행을 미루고 있음.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의 공통

점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임.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무역 관계․경제성

장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그리고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에 걸맞은 책임과 제도적 정비의 

효과를 재고할 수 있음. 이러한 연구 결론에 따라 거짓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핑계 없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 둘째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함> 공약의 경우 최근 

’16년 및 ’17년 MBC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불복하

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음. 또한, 지난 10년 동안 ’12년 공무원노조 136명 부당해고에 대한 ILO

12)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 <ILO가 모예요?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ILO핵심협약> 영상, 2019.03.20. https://youtu.be/ITj7db4Cb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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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4차 산업혁명
의 플랫폼과 
스 마 트 코 리 아 
구현 위한 민·
관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
명위원회 설치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10.11)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
한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
신적 규제개선
￭SW‧콘텐츠경쟁력강화 및 창의‧융합 교육확대
￭5G·IoT,데이터활용기반등4차산업혁명 인프라구축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 추진

　 ○

￭스마트시티
￭(업무계획)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시행계획수립
(‘18.12,세종‧부산)
￭3조원규모의모태펀드중스마트시티펀드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제도⸳정책 혁신 추진

　 ○
￭4차산업혁명규제‧제도혁신해커톤개최(‘18.4월)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18.9.20)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공포(’18.8.28)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
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가동

신생기업의 열
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지원 확대

　 ○　 　 　 　

ㅇ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자금을 2017년 이
후 2조원 이상 지원
* 20,500억원('17)->20,460억원('18)->20,800억
원('19)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업무계획) 창업기업 등의 판로 지원을 위한 기
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18.4)
 - (예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강화사업 반
영('18년, 700백만원)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
원 등
 * 시범구매제도 운영 실적('18) : 126개 제품 선

의 복직권고 및 관련 규정 비준 권고가 매년 있었음에도 정부는 계속 침묵하고 있음. 후퇴이행, 거

짓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셋째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민간확산> 공약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면으로 반대함. 즉, “금융규제의 특수성 및 제도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국책은행들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 노력에 적극 반대하였음. 그러나 이는 노동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대통령 공약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문제이지 최중구 위원장이 정면

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방해할 사안이 아님. 따라서 후퇴 이행을 지시한 최중구 금융위

원장에 대해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기타 판단 불가, 즉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공약의 경우 개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일례로, <대기업 공공부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 공약의 경우 故김용균님 사망 사건을 계기

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유해 업무에 대한 도급‧재도급 금지 원칙 및 조건부 정부인가 

등의 예외기준이 마련됐으나, ①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②도입 과정에서 사용자의 형

사책임이 제외됐으며, ③직접고용 자동전환 규정이 누락돼 있어 여전히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

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노력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함.

9. 미래성장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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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공기관에서 268억원을 구매
ㅇ(국정과제 39 반영)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
무구매제도 도입
ㅇ(법령) 창업기업 공공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창업
지원법 개정('19.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
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
혁

　 ○

ㅇ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도
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 국조실)을 발표하여, 규제개선 추진
ㅇ 스마트모빌리티분야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가
로막고 있는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 TF 추진('18.4월 
중 1차 TF 개최예정)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

▪공공데이터혁신전략마련(2월)및범정부차원의‘공공
데이터표준화및활용확대방안’수립(4월)
▪공공데이터보유현황전수조사및결과정리(3~8월)
▪공공웹사이트노플러그인추진및불필요한공인인증절
차개선
-새로운대국민전자정부서비스는별도프로그램설치없
이이용이가능하도록의무규정신설(3월)
-플러그인제거예산확보등선도사업추진(11월~)
-공공웹사이트의플러그인제거가이드라인보급(11월)
-공인인증서단일사용웹사이트(35개)개선계획마련등
(11월) 

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창
업 지원

○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사업화ㆍ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
생태계 체질 개선추진(’17년~)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
보의 무료제공을 통한 
창업지원

　 ○

ㅇ 국정과제 39번 반영
ㅇ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육성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창진원), 행정안전부(정보화
진흥원)
  -  '19년 추진일정: 공고(5월) → 기관별 예선
(6~8월)→본선, 멘토링(9월 ~ 10월)→왕중왕전‧시상
(11월)
ㅇ예산 :  193백만원(중기부 : 30백만원, 행안부 : 
158백만원, 외교부 5백만원)

소프트웨어창업기업 대
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
적 지원

　 ○　 　 　 　
￭SW창업기업 세액감면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4차 산업혁명 
기반인 ICT 르
네상스

소비자친화적 서비스 경
쟁 촉진을 위한 망중립
성 보장

　 　 　 ○ 　 ￭망중립성 논의 중

경쟁촉진 및 소비자 주
권강화를 위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 ￭특별한 내용 없음

통신네트워크 활용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책 수립

○

￭4차산업혁명대응계획발표(2017.11)
*4차산업혁명의근간인핵심네트워크인프라확보를위
해,'19.3월세계최초로5G를조기상용화하고,IoT전용망
확충('17~)과10기가인터넷망상용화('18)를추진

5G 규제 최소화 및 콘
텐츠 활성화를 통한 5G
서비스 혁신

○

￭5G융합서비스시범사업공고(ˊ18.2월),컨소시엄선정(ˊ
18.4월)
￭5G전략추진위원회개최(ˊ18.6월,12월)
￭5G융합서비스실증사업협약(ˊ18.7월)
￭5G전파발사를위한제반행정적,제도적조치완료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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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도입등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법안소위
의결(’18.8.28)

5G 네트워크 조기구축
을 위해 민간⸳공공의 필
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

 ￭5G 주파수 조기   할당(’18.6월), 설비 공동구축 
·활용제도 정비 등을 통해 5G 상용화 토대 마련 
및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 규모 투자비 절감 계
획

공공수요의 민간 loT 인
프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loT 
생태계 조성

○

￭글로벌IoT시험인증인프라조성및운영과제협약체결
(’18.3월)
￭ I oT 혁 신센 터 신 규 입 주기 업 모 집 및 선발 ( 서 류 심
사’18.4.11,인터뷰심사’18.4.18)
￭IoT주파수공급및기술규제완화관련고시개정(’18.6
월)
￭사물인터넷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최종현장점검

기술중립적 규제와 네거
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준완화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법안 국회 통과

인지무선 등 미래적 시
장 서비스 모델 개발

○
￭지자체 협력 TVWS 구축 사업을 통해 인지무선기
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중(2017. 6
월  보도)

투자유인증대 및 경쟁 
활성화에 적합한 주파수 
배분정책 수립

○ ￭특별한 활동 없음

소프트웨어⸳콘텐츠 창업 
및 기업상장 요건 조성
강화와 ICT중소벤처기업
의 창업⸳성장 선순환 사
이클 구축

　 ○

￭창업,투자선순환체계구축계획
(코스닥시장투자확대유도,코넥스시장소액공모확대,기
술혁신형M&A촉진기반마련,재도전재창업지원을위한
안전망강화)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
용절감을 위한 데이터 
요금 인하

○ ￭특별한 계획 및 활동 없음

ICT와 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및 유지체계⸳법제 개선

　 ○

￭초연결네트워크(5G)기반위에AI,빅데이터등지능화기
술과기존산업의전면적융합을통한혁신으로신산업‧일자
리창출계획
￭(바이오+ICT융합)바이오와인공지능,빅데이터간결합
을통한융합기술개발에주력해후발주자인우리의경쟁력
을획기적으로개선*AI‧빅데이터활용신약플랫폼구축(신
규50억원),AI‧로봇융합의료기기개발(28억원)
￭‘18년ICT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공고(’18.3
월),신규과제수행기관선정(’18.6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SW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고시개정(’18.8.13)
￭SW원격개발활성화방안마련(’18.9.27)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18.11.30)
￭SW원천R&D사업기획공청회개최(’18.10.23)

초등학교부터 자율⸳창의⸳
동기유발형 SW 교육환
경 조성

　 ○

￭18년SW교육선도학교(1,641개교)선정·운영
(’18.3.19)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추진방안’수립(’18.4.3,국
무회의)
￭2018SW마에스트로9기선발(’18.5.31)및발대식개
최(’18.6.8)
￭SW교육초등담당교원전문연수운영(’18.11.16∼18)
￭SW교육핵심교원(중등)연수(’18.8.1～3,경기대)및
예비교원대상SW수업설계부트캠프개최(’18.8.3,세종
대)
￭온라인SW교육플랫폼구축(‘18.12월)

5년동안 1만명 이상 초 　 ○ ￭18년SW교육선도학교(1,641개교)선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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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SW 교육인력 양
성

(’18.3.19)
￭SW교육초등담당교원전문연수운영(’18.11.16∼18)
￭SW교육핵심교원(중등)연수(’18.8.1～3,경기대)및
예비교원대상SW수업설계부트캠프개최(’18.8.3,세종
대)
￭SSW교육핵심교원(1교1인)양성을위한역량강화연수
운영(’18.7.11~8.3)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아키텍처 및 
SW 등 역량강화

○

￭클라우드활성화를위한‘SW,구름타고세계로’TF발족
운영
￭`SW원격개발활성화방안`정보통신전략위원회상정
(`18.12.14)
￭SW원천R&D사업기획공청회개최(’18.10.23)
￭‘SW고성장클럽200’선정(’19~’22년)및기업맞춤형
지원
 *(60개 기업, 85억원) *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
그램 자율   설계, SW+경영 전문가 멘토링 등

초중생 SW 영재 1만명 
이상 양성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추진방안’수립(’18.4.3,국
무회의)
￭SW교육초등담당교원전문연수운영(’18.11.16∼18)
￭ ’18년SW교육선도학교(1,641개교)선정·운영
(’18.3.19)

ICT 시장 및 ICT 기반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규제체계 개선

○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8.9)

정보통신 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및 상생
환경 구축

　 ○

￭현행기간통신사업중심의규제체계개편을위해생태계
참여자간(기간↔부가통신,대형CP↔중소CP등)불공정
행위사례분석및법제정비계획
￭국내외사업자간역차별해소(공정한망이용계약에관한
가이드라인마련계획,불법정보및서비스규제강화
￭전기통신사업법역외규정시행(6월부터)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진
입⸳M&A⸳회계규제 완화

　 ○

ㅇ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17.11)'을 통해 중
견·대기업 등의 M&A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 (3
년→7년, 중기기본법령 개정, ‘17.12)
  - 중견․대기업 등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
신형 M&A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개정, ‘17.12)
    * (현행) 인수ㆍ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
금으로 지급 → (개선) 삭제　

인공지능 기술을 4차 산
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
로 지원⸳육성

　 ○

￭I-Korea4.0실현을위한‘인공지능R&D전략’수립
(’18.5월)
￭국민누구나데이터로똑똑한AI를개발할수있도록‘AI허
브(aihub.or.kr)’를통한컴퓨팅파워,알고리즘등제공확
대(310억원)
￭’18년3.2조원규모의 정부정보시스템예산을 지능화
사업으로전환(’18.21%→’22.35%)하여공공부문의AI
활용선도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
인 고성능 컴퓨팅 환경 
강화

　 ○

￭I-Korea4.0실현을위한‘인공지능R&D전략’수립
(’18.5월)
￭국민누구나데이터로똑똑한AI를개발할수있도록‘AI허
브(aihub.or.kr)’를통한컴퓨팅파워,알고리즘등제공확
대(3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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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초고성능컴퓨팅등의핵심기술을확보하고10
기가인터넷및5G서비스조기상용화,IoT서비스확산,공
공데이터개방확대등을통해4차산업혁명을가속화계획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운영 
전문 인력 양성

○

￭4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에즉시투입이가능한맞춤형
청년인재1.4천명양성및SW중심대학을통한SW실무인
력3천명배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AR/VR, 스마트공장, 블
록체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 
 *AI‧SW·블록체인교육･창업을지원할‘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19.上)

AR⸳VR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

￭VR·AR플래그십프로젝트발대식개최(’18.7.3)
￭VR·AR기술을지역특화산업과연계하여콘텐츠산업혁
신을유도하는VR·AR지역거점센터확대구축  
 * (’18) 대전‧광주‧대구 등 5개 센터 → (’19) 10
개   센터(신규 5개 신설)
￭5G기반의VR‧AR등차세대실감형콘텐츠개발지원을위
한‘5G콘텐츠선도프로젝트’추진(100억원)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집
중 지원

　 ○
￭레벨4수준의자율주행차기술확보를위해공공서비스용
AI개발(38억원),차량통신표준화지원및검증(20억원) 

핀테크.3D프린트， 클라
우드 컴퓨팅 활성화로 4
차 산업혁명의 토양 강
화

　 ○

￭데이터구매‧가공바우처지원(600억원)으로양질의데
이터확보및활용을촉진하고,클라우드를全산업에접목하
여데이터혁신자원화촉진(2개분야,40억원)
￭핀테크시범사업과제추진(2개과제,’18.4월)

ICT 기반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가상‧증강현실(VR‧AR)융합콘텐츠개발*→실증→해외
진출(유통망3개→7개)등전주기지원으로5G핵심콘텐
츠창출
*시장선도효과가높은①교육,②의료․복지,③재난․안전,
④국방분야등개발(154억원)
￭5G기반의VR‧AR등차세대실감형콘텐츠개발지원을위
한‘5G콘텐츠선도프로젝트’추진(100억원)

ICT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

　 ○

￭(업무계획)도시성장단계별맞춤형스마트시티조성·확
산('18.1~)및기업등민간주도의스마트시티추진도병행
￭(예산)스마트시티기반구축,확산사업및산업육성등
703,6억원반영
￭(법령)신산업(자율차,드론등)육성과개인정보관련각종
특례등스마트도시법개정완료('18.7)및시행('19.2)

견고한 ICT생태계 구축
을 위한 지원강화

　 ○

ㅇ(업무계획 '19 반영)
   - 제2의 벤처 붐을 통한 혁신 벤처국가 실현
ㅇ관계부처 공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
련('17.11)하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ㅇ중소기업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기
술로드맵' 발표('18.1)
ㅇ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19.3)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
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융합보안가이드마련(‘18.5월)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개소식(‘18.12.12)
￭정보보호공시가이드라인개정(‘18.12.28)
￭개인정보를본인동의하에활용하는‘마이데이터’사업확
대(2개→5개분야)및개인정보의안전한산업적활용제도
화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지원

남북 ICT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통일 기
반 조성

○
￭제재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과학기술․ICT 분야의 현
황 조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및 민간 학술대회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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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시대요구
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

￭혁신성장전략투자:4차산업혁명선도인재집중양성계
획(‘19~‘23년)경제활력대책회의상정‧의결(‘18.12.26)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인재적시육성(’22년까지4만명)
*최고수준인재를양성하는‘이노베이션아카데미’*신설,
글로벌우수인재확보를위한‘인공지능(AI)대학원’신설
(3개)
*관련산업분야*에즉시투입이가능한맞춤형청년인재
1.4천명양성및SW중심대학을통한SW실무인력3천명
배출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
화를 위한 소비자 법제 
개선

　 ○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시행(6월~)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 및   ‘국가
R&D혁신방안’(’18.7월) 등
 * 장·단기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2040년을 바라
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수립(’19.
下) 

시장 활성자로서 정부의 
역할 재정립

○
￭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
관 등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 계획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
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 구축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본격 가동 
ㅇ(미래혁신전략수립)장·단기미래예측을바탕으로
2040년을바라보는‘대한민국과학기술혁신미래전략’수
립(’19.下)
*유망기술분야도출과분야별맞춤형육성전략제시 

정부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
정실현

　 ○ 　 　 　

▪공공데이터혁신전략마련(2월)및범정부차원의‘공공
데이터표준화및활용확대방안’수립(4월)
▪공공데이터보유현황전수조사및결과정리(3~8월)
▪공공웹사이트노플러그인추진및불필요한공인인증절
차개선
-새로운대국민전자정부서비스는별도프로그램설치없
이이용이가능하도록의무규정신설(3월)
-플러그인제거예산확보등선도사업추진(11월~)-공공
웹사이트의플러그인제거가이드라인보급(11월)
-공인인증서단일사용웹사이트(35개)개선계획마련등
(11월)▪제6회공공데이터활용창업경진대회통합본선
개최(9.13~9.14)
▪국가데이터맵등범정부데이터플랫폼1단계구축(12
월)

고부가가치 창
출 미래형 신
산업 발굴, 육
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 · 스
마트카 육성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18.2.2)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성능향상 R&D 
지원,   정액 지원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
('18.1)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
정' 개정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
도개선,   접근성·활용도가 높은 상업시설 등에 급
속충전기 집중 설치, 고속도로 여주휴게소 內 임시 
수소충전소 개장('18.2)
 ▪ 제5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 및 부산 국제 모터
쇼   개최
 ▪울산 수소버스 시범운행(10.22)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
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육성

　 ○
￭국정과제및업무계획반영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태양광개발행위허가기준간소화등재생에너지보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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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위한핵심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신규보급(2..0GW)
￭지속가능한친환경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RPS고시개
정
￭한국형FIT제도시행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
드 기반 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
치첨단 기술산업 육성

　 ○

￭첨단新소재·부품R&D로드맵수립('17.9),탄소산업클
러스터조성사업을통해응용제품및상용화연구지원,성능
평가및인증체계구축('17∼'21)
￭차세대중형위성2호개발착수('18.2)
￭초절전LED융합개발사업신규과제선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예비추진단출범
￭시험발사체FM제작완료
￭다목적실용위성7호발사체선정
￭친환경·스마트선박교육과정개발
￭시험발사체(11.28),차세대소형위성1호(12.4),천리
안2A호(12.5)발사
￭(예산반영)

제약 · 바이오 · 의료기
기 산업 육성

　 ○

￭신약·신기술등제품개발,시장진출의전주기지원등을
위한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별종합계획(안)도출
('17.10)
￭혁신형제약기업개발,국내임상시험등요건충족시신약
에준 하는 국내 개발 세포 치료 제약 가우 대규 정마 련
('17.6),일부항목(약가우대대상등)에대한개선방안마련
('18년중)
￭혁신신약창출을위한국가신약파이프라인발굴·확보사
업예비타당성조사실시('17~)
￭한약의안전성·유효성검증을위한한약공공인프라구축
추진('17~)
￭제3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안수립및첨단융복합제제포
럼개최
￭연구중심병원협의회및세미나개최
￭IMDRF정기총회참석·발표
￭백신GMP제조시설공사시행(11.14)
￭한약공공인프라추진위원회개최(12.27)
￭(예산반영)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
마트하이웨이시스템 고
도화, 확산

　 ○

￭미래차산업발전전략발표('18.2.2)
￭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K-City'착공('17.8)및고속도
로환경우선개방('17.11),지원인프라(C-ITS,정밀지도
등)구축등추진
￭무가선트램R&D협약('17.9)및무가선트램실증연구2
차년도착수('18.2)
￭긴급차우선신호서비스표준개발연구용역착수
￭수도권고속도로C-ITS실증사업착수
￭감응신호설치공사착수
￭K-CIty준공식개최(12.10)및교통안전시설물표준화
방안연구완료(12.30)
￭(예산반영)

드론산업육성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발표('17.12.22)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및거점별드론전용비행
시험장(3개소)등드론개발‧시험인프라구축추진('17~)
￭중소·벤처활성화를위한기업지원허브구축('17.9,판
교),비즈니스모델발굴및안전성테스트등시범사업추진
('17~)
￭항공안전법개정및드론야간·가시권밖비행특별승인제
및공익목적긴급비행적용특례도입등을위한규정개정
('17.11)등
￭공공서비스(재난대응등)연계형드론개발등추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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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론쇼코리아개최
￭석탄화력발전소저탄장관리드론시범비행실시
￭규제샌드박스우선협상사업자선정
￭무인이동체통합기술워크숍개최
￭농업용드론검사절차및기준개선
￭한국로봇항공기경연대회개최
￭무인이동체통합기술워크숍개최(10.31～11.1)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완료(11.22)
￭(예산및법령반영)

협력성장, 포용
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
를 대폭 확대

　 ○ 　 　 　

￭청년,취약계층등에대한주거안정,주민참여형커뮤니티
운영등사회주택모델개발및공급활성화지원(매년2,000
호공급,‘19∼‘22)
￭돌봄,급식,교육등맞춤형통합사회서비스모델*발굴·지
원
￭소셜벤처활성화*,지역중심청년고용창출및지역정착
지원
￭(업무계획),(예산반영),(법령시행)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
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
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실현

○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다
양한형태의사회적경제거점육성
 - 주거+일자리+보육 통합형 / 문화+창작+일자리+
주거 통합형 /   관광+
   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
￭(업무계획),(예산반영),(법령시행)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
과 복지서비스를 개선

　 ○

￭신규사회·공공서비스에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사회
경제기업우선
참여제도화
￭(업무계획),(예산반영),(법령시행)

사회적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융접근성
을 보장하고 성장의발판 
마련

　 ○

￭사회적경제금융생태계조성*및공공구매활성화**지원
 * ①신보 보증공급(5,000억원, ∼‘22), 임팩트펀드  
 조성(5,000억원, ∼‘22) 등 정책금융 확대②사회
가치연대기금(3,000억원 조성, ∼‘23)등 민간생태계 
조성지원, ③사회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18∼)

시민참여형 사회혁신프
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
회혁신기금 조성

　 ○

￭’18년부터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조성,신용보증
심사기준및한도완화등사회적경제의특성이반영된금융
시스템구축추진
￭사회적기업이‘업력제한’없이주식형크라우드펀딩에참
여할수있도록개선(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입 비중 확
대를 통해 사회책임조달
실현

　 ○

￭(업무계획)
￭(예산반영)
￭(법률시행)
￭공공구매활성화,정책자금(200→450억원)․신용보증
(66→1,100억원)확대,사회적경제3법(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제정추진,청년인
건비지원등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운영

○
￭ 사회적경제기본법 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
  * 윤호중의원(`16.8), 유승민의원(`16.10) 대표발
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 사회적경제기본법 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
  * 윤호중의원(`16.8), 유승민의원(`16.10) 대표발
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정보 · 공간 · 
자원’ 개방을 추진

　 ○ 　 　 　

￭(업무계획)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계획(3년단위)을통
한공간정보수집및공동활용체계운영중
￭(예산)공간정보시스템운영관리예산
￭(법령)국가공간정보기본법,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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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합 계 3 49 0 11 0 63개

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주력산업 경쟁
력 제고 및 제
조업 재도약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
장이 제품만이 아니라 고
부가가치의 서비스를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전환 · 지원  확대

○

￭스마트공장 대표공장 선정
￭스마트공장 5,000개사 구축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수립(3.8)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누적 6,046개 달성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전략 수립
￭스마트공장 수준별(10개 기업) 인증제도 시
범운영실시

제조업과 IT인력을 연걸 ○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업 부흥전략인 ｢새

1) 이행률 / 완전이행 4.8%, 부분이행 77.8%, 후퇴이행 0%, 미이행 17.5%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 40 0 20 1

63개2년 차 3 49 0 11 0

(증감) +1 +9 0 -9 -1

○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 공약은 63개 세부 공약 중 완전이행이 3개로 4.8%에 불과함. 부분이행은 

49개로 77.8%임. 미이행은 11개로 17.5% 임.

○ 완전이행 된 공약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통신 네트워크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책 수립, ▲기술 중립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준 완화임.

2) 평가

○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정책 관련 공약,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공약들 자체가 ‘대폭 확대’, ‘지원 강화’, ‘발란 마련’, ‘법제도 정비’ 

등과 같이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음. 

○ 대다수의 세부 공약들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한 경제구조개혁보다는 규제 완화, 정책자금 지원, 

관련 조직 설치 등 정책자금 집행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 못 설계된 측면이 

큼. 

○ 미이행이 많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인 ICT 르네상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로 나타

남. 

○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보니, 공약들 대다수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

되었던 내용을 가져다가 나열해 놓은 수준임. 그런데도, 완전이행률 또한 매우 낮음.

10.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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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
전략’ 마련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수립(12.18)
  -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 수립(12.20~)
￭중견기업, 바이오헬스, IoT 가전 등 발전전
략 발표
￭산업혁신2020플랫폼 출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경 
편성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개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수립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커스페이스’로1인제
조기업시대조성
 *1인제조기업의공장인동
시에4차산업혁명인재학교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수립
('17.1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계획 수립(3.20)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메이커 교육교원 연수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메이커 창작활동 및 사업화 지원, 메이커 
문화행사 지원

일정지역의 주력산업 위
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
체 극복을 위해 해당지역
에대한지원강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17.6.22)  
- 균특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완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6개 지역 지정
(4.5, 5.29)
￭지역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지원대책 3
차례 수립('18.3.8, 4.5, 5.29)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
법， 산업융합촉진법등 
관련법 및 지식재산권(P)
제도 재정비 추진

○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출범
('17.7.18)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17.11.1)
￭부정경쟁방지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 완료

Made in Korea에서 
Korean-Made 전략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출가치 창출과 수출 ·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구
조 구축

○

￭Korean Made 전문가 TF 구성(10.27)
￭관련 연구용역 추진
￭이커머스 등 디지털 무역 개선과제 발굴
￭Korean Made 전략 수립

상품과 서비스 결합 수출
모델 개발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마련

○

￭수출기업 서비스화 협의회 발족('17.11)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수립('17.12)
￭이커머스 등 디지털 무역 개선과제 발굴
￭Korean Made 전략 수립

유망소비재의 프리미엄화
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추진(한류와 ICT 융합제
품 개발， 스토리텔링 
등)

○

￭Korean Made 전문가 TF 구성(10.27)
￭관련 연구용역 추진
￭이커머스 등 디지털 무역 개선과제 발굴
￭Korean Made 전략 수립

조선⸱해운 상생
으로 재건

노후화된 연안호물선 친
환경선박으로 대체 추진

○

￭국정과제(80-1)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외항선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부터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할 계획
￭LNG 외항선 도입 추진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
의 폐선 · 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추진

○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 도입('18), 
친환경 해운체계로 전환('19)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 예산 
26,799백만원('18)→8,516백만원('19)
￭해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폐선 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
￭친환경 선박 개조 시에도 금융지원 가능토
록 확대(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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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거
나 기존선박을 친환경 선
박으로 개조할 경우 금융  
지원 추진

￭이차보전사업(친환경선박 개조 포함) 예산 
10,800백만원 확보('19)
￭해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메가 컨테이너 선사 대형 
벌크선사 및 중건 인트라
아시아 선사 육성

○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과잉항로에 
대한 항로 통합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
하였으며, 연근해 선사 통합 진행(2019년 
업무계획)

금융， 조선， 화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선박발
주 및 선박공급(매매，용
선)과 M&A 활성화 여건 
조성

○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을 통한 질적 
성장(2018년 업무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선대확충 지원
(2019년 업무계획)

해양산업의 체계적 - 안
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앙선박금융공사설
립추진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5)
￭정부의 한국해양진흥공사 현금 출자금 총
2,000억원('18년 1,300억원, '19년 700억
원) 반영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선사 선박 확보 
및 경영 안정화 지원(계속)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간안정적 수송을위해 
컨테이너 선박확보 및 해
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
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

○

￭국정과제(80-5)에 포함하여 관리 중
￭국제 물류네트워크 확충(2019년 업무계획)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4.6억,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지원 2.04억
 해외진출사업타당성조사지원 3.38억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
진 및 지원)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
취율 제고 등 국적선 적
취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선박확보 및 선사 
육성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추진(2018년 업
무계획)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운·조선 상생 
추진(2019년 업무계획)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성
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

○

￭국정과제(80-5)에 포함하여 관리 중
￭국제 물류네트워크 확충(2019년 업무계획)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4.6억,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지원 2.04억
 해외진출사업타당성조사지원 3.38억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
진 및 지원)

건설산업 경쟁
력 강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
선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

임금지급 보증제 조속 도
입

○

￭상반기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 현황 조사
(5.24)
 *생활임금 조례 제정 여부, 산정기준, 산입
항목, 적용대상, 결정금액 등 조사(4월말 기
준)

인공지능 'IT-ICT기술 활
용 스마트건설기술 확보 
지원 확대

○

￭(업무계획) 스마트건설 활성화
￭(예산) 12.5억('19)
￭(법령)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법률 근거 반영
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18.11)

건설업 해외 진출 지원 ○

￭(업무계획)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설계,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
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등 금융지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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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설계 2억원, 
글로벌인프라펀드 100억원 반영 
￭(법령) 「해외건설촉진법」개정('17.9월)을 통
해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
롭게 진입할수있는환경조
성

○

￭ 현행법(은행법)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였으
나, 이를 어기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원칙을 훼손
￭'18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
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월)
ㅇ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18.10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18.12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발표('19.1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액 
완화를 통한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근거 및 
보험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험업
법 개정안 발의(19.2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
리

○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예
산은 해당사항 없음)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 ￭개별적인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화물 물류업 경
쟁력 강화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
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
진

○

￭(업무계획) '18년 국토부 업무계획  내 안전
한 화물차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차 안
전운임을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을 추진 하는 것으로 포함
￭(예산) 표준운임제 원가산정을 위한 예산은 
'19년 예산 반영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18.3.30.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등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방
안 모색

○

￭(업무계획) '18년 국토부 업무계획 내 지입 
차주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의 내용을 포
함
￭(예산) 예산소요 없음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18.3.30.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
대

○

￭(업무계획) (통행료 체계 개편) 화물차 통행
료 할인을 확대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18.12월)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
트톨링’ 시스템 조기 구
축

○
￭(업무계획) 20년 스마트톨링 본격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론
화 및 남해선 시범사업 중간점검 등 추진

정차없이 통행료 자동부
과 및 후불고지

○

￭(업무계획) 20년 스마트톨링 본격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론
화 및 남해선 시범사업 중간점검 등 추진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
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
화 추진

○

￭(업무계획) 국정과제 32-4 물류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예산) 비예산 사업
￭(법령) 물류정책기본법('18.11월 발의)

스마트물류기술개발지원 ○

￭(업무계획) 국정과제 32-4 물류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예산) '18년 물류R&D예산 152억 확보
￭(법령) 법령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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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차 드론， 전
기차 등 친환경 · 첨단 
물류 장비 개발 지원

○

￭(업무계획) 국정과제 32-4 물류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예산) '19년 물류R&D예산 152억 확보
￭(법령) 법령해당사항 없음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
충

○

￭(업무계획) 국정과제 32-4 물류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법령)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완료('17. 
9)

합  계 6 15 1 11 0 33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8.2%, 부분이행 45.5%, 후퇴이행 3.0%, 미이행 33.3%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5 15 0 13 0

33개2년 차 6 15 1 11 0

(증감) +1 0 +1 -2 0

○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공약은 33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6개로 18.2%에 불과함. 

부분이행이 15개(45.5%)로 가장 많으며, 미이행도 11개(33.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주목해 볼 점은 후퇴 이행이 1개가 있음.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란 공약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임. 공약에

서는 현행법(은행법)에 따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여야가 졸속 야합을 통해 추진하였음. 이는 대표적 공약 후퇴 사례임.

  

2) 평가

○ 우리나라 제조업은 GDP의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성장과 고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그

런데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속해서 세계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조업 내에서의 대중소기업 

양극화, 불공정 구조 등으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음. 때문에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공

약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세부 공약들을 보면, 대다수가 지원성 정책,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과 무관한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 공약들 자체가 잘 못 선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이행률이 낮음.

○ 특히 이행률이 낮은 부분은 ‘조선 및 해운 상생으로 재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공약임. 대다수 산업의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공약임. 따라서 정부의 산업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음. 특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에서는 공약보다도 후퇴하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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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
도 마련

○

￭(업무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17년 7.16 '18년 1.18 , 7.18, 8.22, 
12.20)
￭(예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내부거래 
제외한 총지출 규모 '18년 2.07조원 → '19
년 2.62조원) 등
￭(법령)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7.7),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위한 상가임
대차법 법령 개정('18.1), 구매대행업, 병행
수입벙 및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의 
의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안법 시행령 개
정('18.7)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
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
되어 있는 정책의 일원화

○

￭'(업무계획) '17년 국정과제 반영(40-1) 
￭(예산)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및 신설변경사전협의제 예산 등 
1,510백만원 반영('19년)
￭(법령)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ㆍ조정을 위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8.6) 및 동법 시
행령 개정('18.12)
   - (주요 개정내용)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 총괄ㆍ조정 권한부여, 중소기
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지원사
업 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ㆍ변경 사전협의제 도입 등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
을 진두지휘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버넌스 혼선(4차 산
업혁명위, 과기정통부, 중기벤처부, 산업통상
자원부 등 중복)
￭(업무계획 '19)
   -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에 중소기
업 전용 R&D 지원 확대
￭범부처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발표('17.11, 4차산업혁명위원회)
   -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22년까지 
2만개 보급, 고도화 수준 향상)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마련
('18.3)
*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 
성장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
금 신설('18년)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드맵' 발표
('18.1)
- 4차 산업혁명(15개 분야, 122개 기술개발 
테마), 중소기업 성장기반(13개 분야, 114개 
기술개발 테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
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구축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17.11) *'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구축

11. 중소·중견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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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19.2, 제10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건 상
정)

중소기업 창업 선
순환 생태계 조성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
원 이상)

○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창업투자회
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벤처투자촉진법)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개
인투자) 활성화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
하 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확
대 등 각종 비용부담완화

○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에서 교통
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를 추
가해 16개가 됐고, 면제 받는 기간은 평균 
공장설립 소요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중소기업 창업지원
법)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
대로 스타트업의 생존율 제고

○

￭업무계획
 - (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및 
공고에 '성장단계별 자금 확대' 등 관련 내용 
반영 시행
 - (이행여부) 공고 시행 후 정책자금 신청 
접수 중
￭예산
 - (내용) 17년 35,850 → 19년 36,700억
원, 850억원↑(당초 예산 기준)
 * 창업예산 확대(17년 16,500 → 19년 
20,800억원)
 * ('18)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설(3,300
억원), ('19)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3,000
억원)
 - (사용여부) 공고 시행 후 정책자금 신청 
접수 중
￭ 법령 : 해당없음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
부 창업지원 펀드 · 모태펀
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
자 확대

○

￭`17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8,000억원 재원 
확보 완료. 청년창업, 재기지원, 4차산업혁명 
관련 1조 8,664억원 펀드 결성 완료
('18.3.31)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
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신
속한 조정 및 감면

○

￭(업무)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18. 
1.4조원)
￭(예산) 해당없음(예산 미반영 사업)
￭(법령) 해당없음

연대보증제폐지 ○
￭2018년 4월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
지 실시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
부기준 개정 완료(‘17.9)
 -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7년)
 - 기술능력 평가 대상금액  확대 :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1억원 이상으로 확대
￭판로지원법 개정안 의원 발의('18.12, 상임
위 소위 회부)
 - 기술개발제품 권리보유 창업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특례 신설 

중소기업 성장 지
원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
기 내에 2배로 확대

○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
업 R&D 혁신방안’을 발표(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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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
티브 규제 도입

○

￭우선허용, 사후규제방식인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유연한 규제체계도입 등을 포함한 신
산업, 신기술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18.1,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관련 5법 통과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22년까지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 (’18.1)
ㅇ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40번(중소기업의 튼
튼한 성장 환경 구축)의 일환 수행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
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17년 국정과제 반영(27-3)
￭업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성화 추진

○

￭<예산> 관련 예산 반영('18년, 300백만원 
신규) : 공동사업제품 품질관리 연구용역 및 
품질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완료('18.3) 
: 공동사업제품을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가능
￭<업무>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 공동사업제품 수 : (‘16) 211개 → (’17) 
226개 → (’18) 239개
 - 공동사업 참여업체수 : (‘16) 2,157개 
→ (’17) 2,314개 → (’18) 2,522개
 - 공동사업제품 공공구매액 : (‘16) 69억원 
→ (’17) 279억원 → (’18) 391억원 

중소⸱중견기업 역
량강화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
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
지원 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등 중소
기업 글로벌화 지원

○

￭중소기업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업무계획) '18년 사업계획('18.1) 및 '19년 
사업계획('19.1) 반영 
- 브랜드 개발 용역(~'18.10), 브랜드 네이
밍 설정(브랜드K, '18.10), 브랜드 상표권 
등록('19.2) 
- 브랜드K 런칭,('19.4), 홍보('19.5~) 등 사
업 진행중
 (예산) '18년 마케팅지원사업 예산 176억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5억원) 및  '19년 
마케팅지원사업 예산 175억원(공동브랜드 개
발및육성 3.8억원), 사업진행중
 (법령) 해당없음
￭해외직판지원 조직 강화
 (업무계획) 해외직판 지원 확대를 위해 온라
인수출플랫폼 고도화, 온라인수출 쇼핑몰 활
성화 및 온라인수출기업화 등 사업 추진
 (예산) '19년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4
억원, 전자상거래활용수출 381억원
 (법령) 해당없음
￭중소기업 수출지원기능 통합 등 글로벌화 
지원
 (업무계획) 중기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협의회'(18.5월 신설, 반기개최, 중기부(위원
장: 장관), 중앙부처 및 수출유관기관 11개 
참여)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정책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
벌화 지원 

대 · 중소기업 동반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지원

○
○ 대 · 중소기업 동반 수출
 ￭  대기업 참여 독려를 위한 해외동반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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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홍보
  - 민간자율 협력유형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단계별로 정부 신규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주
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에 홍보
 ￭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제도 연계 확대
  - 해외진출 지원 목적 출연기업 대상 정부
보조금 비율 확대(60→70%) 및 해외동반진
출 분야 포상 신설 추진
 ￭ 평가체계 개편
  - 일자리 창출 및 임금․근로여건을 개선하
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
에 대한 일자리평가 도입(20%)
 ￭ 예산 : '18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예산 
79억원
  ￭ 법령 : 해당없음
○ 내수시장 진출지원
 ￭ 업무계획 : '18년 사업계획('18.1) 및 '19
년 사업계획('19.1)반영, 마케팅지원사업(마케
팅역량강화, 유통망진출지원 등) 진행중
 ￭ 예산 : '18년 마케팅지원사업 예산 176
억원, '19년 마케팅지원사업 175억원 반영 
 ￭ 법령 : 해당없음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지역 밀착형 수출 
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운영

중소제조업 · 소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밀집지역 환경 
획기적 개선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

○
￭소공인특화자금 정책(2019년 4,500억원 지
원)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인력난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
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급전액을 3년간 
지원 (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

○

￭청년(만 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직전연도 말 피보험
자수의 30%한도에서 지원(최대 30명, 최소 
3명 지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중소기업
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
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
험료감면

○

￭2019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소득
세의 50%가 감면됨

기업성장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
제도입

○
￭2020년까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10만개로 확대는 목표

소규모사업과 저임급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소상공인, 자영업
자 역량 강화

영세 ·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
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
로 확대 추진

○

￭'17.7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
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
    (연매출 2·3억원 이하 →연매출 3·5억
원 이하)
￭'19.1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
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
 (연매출 3·5억원 이하 → 연매출 
3·5·10·30억원 이하)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
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
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

￭'19.1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 개편
  (연매출 10억원 이하 : 신용1.4%, 체크
1.1%,  연매출 30억원 이하 : 신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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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
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체크1.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500
만원→1,000만원)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실질수수료 부담은 없음

약국， 편의점， 빵집 등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
수료율적용추진

○

￭소액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밴수수료 산정방식 개편('18.7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통해 대부분의 소액
다결제 업종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
도록 개편('19.1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협의체(가칭)' 구
성․운영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가칭) 고향사랑 상품
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
받침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비
율 30%에서 40%로 확대

전통시장 내 화재방지 설비 
설치와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이 용이하도록 제반규제개선
등종합적 대책 마련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2.3만점포, 
예산 132억원)
￭전기사업법 개정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
통시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
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45개 시장, 예산 
1,424억원) :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 주
차장 이용보조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협업
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
원 강화

○

￭업무계획 :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2019.2.26)
￭예산 : 2019년 소상공인 협업화 필요예산 
25,374백만원 반영(2019.1), 2019년 소상
공인 협업화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 편성
(2019.3) 및 지원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법령 :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운영
지침 제정(2019.3)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상점가의 범
위를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기
존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30개’ 이상으
로 완화)

슈퍼업종(나들가게) 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
￭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조합) 중심의 동
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
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
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

￭재취업 패키지를 통해 업종전환 예정자 또
는 폐업자에 재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지원
(2019년 6,000명)
￭희망리턴패키지 :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
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에 사
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2019년 22,000여개 업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
이션) 방지

○
￭(업무계획)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등
￭(예산) 임대동향조사 예산 18.85억원 증액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
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

○
￭해당 내용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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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계획단계 부터 입지
를 제한하여 진출 억제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
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
비 · 교육비세액공제확대

○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
위 하향조정(개정 전:농업, 도소매업 등 20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
원 이상 / 개정 후:농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방 및 음식업 등 
7.5억원 이상)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 ￭소상공인 진흥법 발의(2019.0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
차보호법 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2018.0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 201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전안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 반영 필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안전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 개정 ('17.12.30 공포, 
'18.7.1 시행)
 - 사전규제가 완화된 안전관리체계 신설,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 안전관리방식 개선 등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대상확
대 및 지원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월 납
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
년까지 지원) (2019.01)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완전
히 폐지됨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
제 누적가입자확대

○
￭2018년 11월 9일 기준 136만여명으로 증
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업무계획 :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2019.2.26)
￭예산 : 2019년 소상공인 협업화 필요예산 
25,374백만원 반영(2019.1), 2019년 소상
공인 협업화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 편성
(2019.3) 및 지원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법령 :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운영
지침 제정(2019.3)

합  계 21 21 1 1 0 44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47.7%, 부분이행 47.7%, 후퇴이행 2.3%, 미이행 2.3%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7 19 1 7 0

44개2년 차 21 21 1 1 0

(증감) +4 +2 0 -6 0

○ ‘중소·중견기업 육성’ 부분에서는 44개 공약 중 21개 공약이 완전이행되어 47.7%의 이행률을 보임. 

부분 이행된 공약 또한 21개 47.7%로 양호한 이행 현황을 보임. 

○ 문재인 정부 1년 공약 이행평가 당시와 비교해 미이행 공약이 7개에서 1개로 감소한 점은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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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자율과 책임성
이 강화된 연
구개발 생태계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자
율과 책임을，국민에게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연구지
원체계로혁신

○ ￭추상적 공약

과학기술공공연구기관을‘연
구개발목적기관’으로분류하
여자율과책임강화하는체제
로전환하고혁신지식플랫폼
으로기능토록운영 

○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 아래 연구목적기관으
로 별도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이 일부 
내용 조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분야의사결정기구
(이사회，위원회등)구성원
에이해관계자별，계층별，
성별다양성제고와실명제실
시하고관련통계마련및공개 

○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인적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17.7월)

거대과학연구개발기획，연
구，평가의모든과정실명이
력제실시 

○ ￭평가관련 한 실명제 계획만 있음

연구기관평가를연구사업단
위별평가로전환하고，평가
는다양한구성원이참여하는
독립평가위원회에서수행토
록추진 

○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인적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17.7월)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평가근거부족

다만 공약들 자체가 대부분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정책들이라서 비교적 이행이 쉽다는 특징이 있음.

2) 평가

○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자금지원책(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등) 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행률은 높지만, 간혹 한 가지 정책으로 여러 공약을 해결하려

는 양상을 보임. 이행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함. 

○ 공약 이행 방향이 자금 지원 및 투자 활동에 집중된 점이 아쉬우며, 중소·중견기업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 및 정책 수립이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개선책은 누락되어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불공정한 경쟁구조 등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라도 구조개

선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이마저 빠져 있어 공약의 완결성과 정합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혼재된 상황인데,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하

고 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이 적절히 운용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12. 과학기술(R&D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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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과제단위별 평가결
과공개

각종R&D관리규정，시스
템및서식일원화와간소화추
진 

○

￭현행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2
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
합하는 방안 마련(‘17.6월) 및 6개 부처 시
범도입(‘17.7월)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마련(‘18.3
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 및 
관련 규정 제정(‘18.6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권역별 연구
현장 간담회 개최(’18.7~8월, 10회)

￭5개 부처가 사용하는 통합RCMS시스템 구축 
완료(‘18.12월)

￭분산된 R&D 규정을 단일 규정 체계로 전환
하는 「국가연구개발특별법」 발의(‘18.12월)

출연연구기관별  단순행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
회로 집중하여 행정 부담
완화

○

￭출연연 기관평가 지침 개정(‘17.10월)
￭공통수행 및 통합 필요성이 높은 출연(연)의 
행정업무 발굴(‘17.12월)

￭2018년도 출연연 상위평가계획 수립(‘18.2
월) 

￭생애기본연구비 지원 방안 검토(‘18.3월) 및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 수립(‘18.6월)

￭연구자 심층인터뷰, 협의체 등을 통해 연구행
정 선진화 방향 도출(‘18.3월)

￭출연연 연구기관 1차 기관평가(’18.4~5월), 
2차 기관평가 (‘18.5~9월),3차 기관평가
(’18.9~12월) 실시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방안 마련(’18.10월)
￭연구행정 선진화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6.20~7.19.) 

￭연구행정 선진화 분과운영위원회, 연구자협의
체 합동 회의(8.16)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성과발표회 개최
(11.14)   * 분야별 3개 최우수과제 선정 

청 년 과 학 자 의 
꿈이 대한민국
의 꿈이 되도
록

국가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
는청년과학기술인의근로계
약의무화 

○ ￭출연연 기타연수생 근로계약 체결

청년  과학기술인을 포함
한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
정임금체계 마련하여 처우
개선

○ ￭구체적 내용 없음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
에게실무형R&D연구기회
를제공하여사회진출역량을
제고할수있도록하는맞춤형
인력양성사업확대 

○

￭2018 상반기 연구산업 시장 설명회(’18.4월)
￭’18년도 공공기술이전 로드쇼(‘18.5월)
￭현장수요 기반 이공계인력 육성 방안 상정 
및 수립 (’18.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
하 공대특위 상정)

￭연구산업 일자리박람회(’18.7월) 및 컨퍼런스
(‘18.11월) 개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지원사업 운영
(136명,’18.12월)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운
영(100명, ‘18.12월)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61명, 
‘18.11월)

안정적  연구일자리 확대
를 위한 신진연구자의 과

○ ￭구체적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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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반 테뉴어(Tenure) 
제도도입

중소기업R&D부서에취업
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
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일부개정(‘18.2월)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완료(‘18.1월) 

￭중소·중견기업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진작 정책연구 및 방안 강구(’18.5월)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 확정(18.7월)

￭‘18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고시(‘18.9월)

￭중소.중견기업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18.12월)

지식재산,기술료등연구성과
의공정한연구자공유를위한
배분체계마련 

○

연구실근무여건개선등여성
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방지
대책마련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사업 사업설명
회 진행(’18.3월),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18.4월)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공고 및 1차 기관 
선정(‘18.5~6월)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공고 및 2차 기관 
선정(‘18.10월) 

￭지역사업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개최(’18.5
월), ‘18년 이공계 여학생 공학주간 운영
(’18.7월), 여학생 산학연계 현장실습 운영
(‘18.8월), 실무자 워크숍 개최(’18.11월) 등

생애첫실험실을위한최초혁
신실험실(LAB)구축연구비
지원 

○
￭생애기본연구비 지원 방안 검토(‘18.3월) 및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 수립(‘18.6월)

기초연구의 자
율성 보장

연구자주도의도전적연구지
원은확대하되간섭은최소화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 확대('17년 
1.26조원 → '18년 1.42조원 → '19년 
1.71조원)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8.4월~)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 홍보를 위한 간담회
(‘18.7월~8월, 10회)

￭‘1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18.11
월)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예
산을 2배로 증액하여 도전
적이고 창의적인 기초분야 
개인연구자 지원 확대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
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R&D)사업 종합시행계획 반영

￭연구자가 직접 제안하고 주도하는 '자유공모
연구'에 대한 2019년 정부 지원이 2018년 
대비 약 24% 증가

기초분야  연구기간 동안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
장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
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
도정비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8.4월~)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 홍보를 위한 간담회
(‘18.7월~8월, 10회)

￭‘1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18.11
월)

성과중심의평가와과정존중
의연구과제분리 

○
￭연구과제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반영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17.12월, 국과심)

￭과정존중과 성과중심 분리

연구개발비관리제도개선 ○

￭현행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2
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
합하는 방안 마련(‘17.6월) 및 6개 부처 시
범도입(‘17.7월)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마련(‘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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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 및 
관련 규정 제정(‘18.6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권역별 연구
현장 간담회 개최(’18.7~8월, 10회)

￭5개 부처가 사용하는 통합RCMS시스템 구축 
완료(‘18.12월)

￭부처별로 분산된 R&D 규정을 단일 규정 체
계로 전환하는 「국가연구개발특별법」 발의
(‘18.12월)

기초분야개인연구자체평가
및결과공개제도화로자율성
강화 

○ ￭계획 및 추진 사항 없음

생애지속적연구지원을위한
‘생애기본연구비’지원사업
시행 

○
￭'18년 최초 혁신실험실 지원과제 선정 및 연
구비 지급(348개, 535억원) 

￭생애기본연구 사업 지원 계획 수립('18.12월)

과학기술의 저
변을 확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기반 국정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 이
외의 분야까지 포함하는 
인적 구성 다양화 추진

○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의 통합을 위
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 기술자문
회의법｣ 개정안 발의(‘17.8월)

￭R&D 예타 위탁(기재부→과기정통부) 및 지
침 제정 완료(‘18.4월)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
성(‘18.4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의 연계·조정 방
안 마련(‘18.6월)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마
련(‘18.7월)

￭연구행정 개선방안 제도화 추진을 위한 연구
제도협의체 개최(’18.9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혁신지
식자원 플랫폼이 되도록 
연구결과물 및 데이터 개
방 (비공개 사유 최소화)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수립 (‘17.10.19,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18.3월) 및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
(’18.6월) 수립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보 개
방 항목을 대폭 확대(’16년 28% →’17년 
70%→‘18년 77.7%)

￭과학문화 소통 행사 개최(총 266회, ’18년) 
￭‘18년도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18.2월)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 시행계획(‘18.3월) 수립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수립(’18.10월)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개정(’18.9월)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 매월 개최(총 17
회,‘17.12월~’18.12월)

￭NTIS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18.12월)

과학지식의  다양한 기록
물 생산 및 공유 활성화

○

재외동포  및 북한 과학기
술인 교류 확대

○ ￭업무계획만 있음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
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
사회 국가지위 향상

○ ￭업무계획만 있음

과학기술 행정
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
과 효율성 추
진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
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수
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의 통합을 위
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 기술자문
회의법｣ 개정안 발의(‘17.8월)

￭R&D 예타 위탁(기재부→과기정통부) 및 지
침 제정 완료(‘18.4월)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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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총괄부처의 연
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
화

○

성(‘18.4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의 연계·조정 방
안 마련(‘18.6월)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
안 마련(‘18.7월)

￭연구행정 개선방안 제도화 추진을 위한 연구
제도협의체 개최(’18.9월)

연구관리기능의  총괄정비 
및 정책대상 특성별 전문
화

○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방안 마련(‘18.8월)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이
공계 전문가 충원 확대 및 
일반과 전문행정 이중화로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확
보

○ ￭판단자료 모호

연구개발특구，  연구단
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17.9월) 및 ｢연구
개발특구 발전방안｣ (‘17.12월) 마련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18.3
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8.5월, ‘18.10월) 및 강소특구 지정‧
운영 세부고시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
에 관한 세부고시」 제정(’18.7월)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방안 마련(‘18.8월)

합 계 6 12 0 13 3 34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7.6%, 부분이행 35.3%, 미이행 38.2%, 판단불가 8.8%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6 5 0 18 5

34개2년 차 6 12 0 13 3

(증감) 0 +7 0 -5 -2

○ 과학기술 진흥 공약은 세부 공약 34개 중 7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17.6%에 불과함.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때와 같음. 

○ 반면 1년 때와 비교해 부분이행은 5개에서 12개로 늘어 14.7%에서 35.3%로 증가했음. 미이행은 5

개(14.7%)에서 3개(8.8%)로 소폭 감소함 

2) 평가

○ 과학기술 진흥 분야는 관 주도의 연구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임. 그러나 공약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지속적 공약 이행이 필요함

○ 과학기술 진훙 공약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비교해 크게 공약 이행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단기적 성과

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 법령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다만 추진과정에서 재정 낭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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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지방분권 실현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참여 “제 2국
무회의” 제도 도입

○

∎ 제3회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
최(세종, 2.1)
∎ 민선7기 제1차(제4회)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간담회 개최(서울, 8.30)
∎ 지방자치의 날 기념, 시도지사 총회 및 
간담회(경주, 10.30)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
적 기반 확보

○

∎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보고(2.1, 대
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 지방분권법(3.20) 및 지방분권법 시행령 
개정(5.21)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9.11, 자치분권
위원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발표(10.30, 경주)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
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 자치단체 정원관리 및 과 설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령(지자체기구정원 규정) 개정(2.20)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국회 제출
(10.26)
ㅍ 현장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 
발굴 사무32개 기능, 74개 사무 자치분권
위원회로 이관, 심의.의결 요청(12.31)

지방회의 권한 강화, 지
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
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내용 없음

지방의 재정자

립 실현, 강력

한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
정분권 확대

○

∎ '18년 지방세 감면 기본계획 수립(2월)
∎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조사(3월)
∎ 지방세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연구용역 추진(3월)
∎ 지역자원시설세 적정세율(안) 산정을 위
한 관계부처 협의(1월~11월)
∎ 재정분권 세부방안 관련 관계부처 간 조
율(9월)
∎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 및 총 12차례 
회의 개최
∎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0.30)
∎ 재정분권 추진 관련 지방세법,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8)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
의 자주역량 제고

○

∎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 구성.운영(1월)
∎ 지방교부세 제도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
론회 개최(2월)
∎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실시(6.20~7.3)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관련 지방교부세
법 개정안 발의(11.1)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수도권 의견 조
회(1126)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체납확인 제도 확
대 실시(1.26)
* 전국 16개소 -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
무소(38개소)
∎ '18년 상반기 지방예산낭비신고 접수 및 

13.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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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6월)
∎ '18년 상반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5.24, 12.13)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관련 행안위 법
안소위 대응(2~3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 소
개(4.26, 10.16, 10.19)
∎ 지방자치박람회 계기 고향사랑기부제 홍
보(10.29~31)

주민참여확대

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

의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
준 완화

○

∎ 조례제정.개폐청구 시 전자서명 근거 마
련(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1.9)
∎ 주민참여조례시스템 개통(1.15)
∎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1.6~12.17)
∎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추진(11.22~)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 지방재정법 개정안 공포(3.27)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통
보(5.1)
∎ 주민의 참여수단 확대 등 지방재정법 시
행령 개정 입법예고(6.22~7.3)
∎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 실시(11월)
∎ '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12월)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
제 도입

○
∎ 주민의 참여수단 확대 등 지방재정법 시
행령 개정 입법예고(6.22~7.3)

세종시, 행정

중심복합도시 

만들기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
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국민의 의
사를 물어 결정

○

￭ 정부 개헌안에 ‘수도에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포함. 국민의견 수렴 과정 
없었음.
￭ 정부개헌안 이후 변화 없음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
학부를 세종시로 이전

○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2018.03.29)
￭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완료

세종시에 국회분원설치 ○
￭ 의사당 건립 용역 8월이나 9월 마무리. 
￭ 설계비가 반영돼있기 때문에 설계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착공식 계획

세종시에 국제기구유치
추진

○

￭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Interpretation &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를 세종시에 유치
하기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맺음(2019.02)
국제기구유치를 위해 문화재청, 세종시와 
MOU 를 체결하였며, 
현재 국제기구 유치를 원활이 하기 위한 지
원근거를 행특법에 반영하고자 법률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
기 착공

○

￭ 구리-안성 공사중(2016.12착공)
￭ 2019년 경제정책방향. 공기업․지자체 등
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통해 조기 
착공 추진
* (예)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양평-
이천 고속도로(0.9조원) 등 ‘19년중 조기 
착공

혁신도시를 4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 ○ ㅇ'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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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 전진

기지로(혁신도

시 시즌 2)

업 육성 동시 추진

마련('17.12)
ㅇ 1단계 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추진중('18.
下~'20.12)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공포('18.3), 
시행('18.9)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18.10) 
및 지정 고시('18.11) 

혁신기업과 대학등지역
내 학· 연 ·산·관의 협
의체 구축

○

ㅇ'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 
마련('17.12)
ㅇ 1단계 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추진중('18.
下~'20.12)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공포('18.3), 
시행('18.9)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18.10) 
및 지정 고시('18.11) 

‘지능형스마트도시’로육
성

○

○국토교통부 2018 업무계획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수립 공모사업 선
정('18년, 충북·광주전남)
○혁신도시특별법에서 포괄적 규정(제2조 
미래형도시)

지역 내 혁신도시와구도
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기존 시가지
의 활성화사업추진

○

○ (전남,나주 도시재생사업) 현대화로 재조
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                 
   - '19. 3 ~ 12월 활성화계획 용역중
   - ' 19. 10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겨 
착수예정

부처별 분산 된 도시재
생 관련 예산(연2조원)
의 통합 및 효과적 활용

○

○ (업무계획) 부처협업 MOU체결(문화부, 
중기부, 복지부), '18년 선정사업 19개 부
처 142개 사업 연계, 지역 특화재생 모델 
발굴(5곳)
○ (예산) 국비(8천억원), 지방비(5천억원), 
각 부처 재생관련 사업비(7천억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 (법령)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 도
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완료('18.6), 도시재
생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제도 사업 도입 
등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18.11)

대기업 본사 이전 시 획
기적인 지원 제공

○

ㅇ 국정과제 반영('17.7)
ㅇ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
략' 마련('17.12)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7.12)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공포('18.3), 
시행('18.9)
ㅇ 1단계 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추진중('18.
下~'20.12)
 * (기추진) 신규 추가고용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추가(신규고용
인센티브) 지원

현행 「산업단지 환경개
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의 
확대

○

ㅇ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발표
('18.3.22)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운영(계속)
ㅇ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 실시('19.1)
ㅇ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19년도 3,400억원)

산업단지 활성

화

산 · 학 · 연 공동R&D 
및 사업화 기능 강화

○
ㅇTP(테크노파크) 기능강화방안 반영(2.28)
ㅇTP 예산 사업 추진(7,308억원)
ㅇ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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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노후산업단지를 사람 . 
R&D. 산학융합 중심의 
혁신 산단으로 전환하
고，산단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추진으로  산
단의 활력과 경쟁력 강
화

○

ㅇ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발표
('18.3.22)
ㅇ추경예산 정부안 반영('18.4)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8.하)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 선
정

지역 · 산업 · 기업 · 
제품 · 실적 정보를 데
이터 베이스화하고 네트
워크를 구축

○

ㅇ (데이터베이스화) 국정과제 반영
('17.7.19)
ㅇ (협업체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
안 반영(3.22)
  * 산학연 비즈니스 협력모델 구축 및 확
산('22년 300개),
ㅇ'18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예산사업으로 
시범사업추진(프로젝트R&D 10개 과제 40
억)
    '19년 프로젝트 R&D 대폭 확대(81개 
과제 310억원)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운영(계속)
ㅇ시도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진(14
개 협력프로젝트, 1,013억원)

고속도로 공공

성 강화, 스마

트고속도로 전

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
감 추진(계약기간 연
장， 사업자변경 등) 및 
명절 . 연휴 등 교통정
체 시 탄력요금제 도입 

○

○ (업무계획)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17.10~)하고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 추진
○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18.2~12)
○ (업무계획)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
맵｣(‘18.8)을 이행('19.1, 구리-포천, 
'19.12, 천안-논산 등)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
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
단스마트 고속도로로 단
계적 전환

○
○ (업무계획) 2022년 전국고속도로 스마트
화 추진(C-ITS 전국확대)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충
전인프라 조기 구축

○

○ (업무계획) 고속도로 유휴부지와 기존 휴
게소 등을 활용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
능한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확충
○ (예산)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 19
년 75억원 반영

졸음쉼터 확충， 빌리지
존 확대， ‘제로’ 포트
홀 추진

○

○ (업무계획) 졸음쉼터 확충, 빌리리존 확
대 등으로 사고없는 안전 도로 추진
○ (예산) 국도변 졸음쉼터 설치, 19년 
150억원 (고속도로는 도공과 민자사 자체
예산)
○ (예산) 빌리지존 19년 120억원
○ (법령)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19.1.29 개정 시행)

친환경차통행료를 경차
수준으로 할인

○

○ (업무계획)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17.9월)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
○ (업무계획)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17.10~)
○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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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및시행('17.9월)

동해선， 광주 - 대구
선 무료화 시범 추진

○

￭ 동해선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지난해 2
월 발주한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
리
￭ 광주대구선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외
○ (업무계획)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동계올림픽기간 ‘영동고
속도로’ 무료화 추진

○

○ (업무계획)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통행료 
무료화 시행
○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완료 및 
국무회의 개최('18.2)후 시행

철도공공성 강

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철도의 비중 확대， 공
공성 강화

○

○ (업무계획) ㈜SR 공공기관 지정 등 철도
산업 공공성 강화(국토부 업무계획)
○ (예산) 철도산업발전지원
○ (법령) 해당없음

R&D 및 설비투자 확대
로 시속 600km대 세계 
3위권 고속철 기술 및 
부품산업경쟁력확보

○

○ (업무계획) 글로벌 경쟁력 있는 분야 수
출 로드맵 마련(국토부 업무계획)
○ (예산) 철도기술연구사업(867억원 추진 
중)
○ (법령) 해당없음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
서 시범 도입 추진 단계
적 확대 실시

○

○ (업무계획) 업무계획 반영
○ (예산) 철도기술연구사업(무가선 저상트
램 실증 사업 83억원 추진 중)
○ (법령) 도로교통법 개정('18.2월)

한반도 X자형 U자형 고
속철도망 구축 추진

○

○ (업무계획) 효율적인 철도망 건설과 운영
(국토부 업무계획)
○ (예산) 호남선 2단계, 평택~오송, 춘천~
속초 등(56,133억원 추진 중)
○ (법령) 해당없음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
폭 확대

○

○ (업무계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국토부 업무계획)
○ (예산) 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노선)사
업(26,930억원 추진 중)
○ (법령) 해당없음

국 제 철 도 협 력 기 구
(1SJD)조기 가입추진， 
남북철도연결사업 추
진， 한-러， 한-중  
협력 강화

○

○ (업무계획)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동북
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국토부 업무계획)
○ (예산)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추
진 중(재정당국과 예산 협의중)
○ (법령) 해당없음

한중페리연결사업 적극 
추진

○
○ (업무계획) 한중페리사업 검토(국정과제)
○ (예산) 해당없음
○ (법령) 해당없음

합계 8 24 0 10 0 42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9.1%, 부분이행 57.1%, 후퇴이행 00.0%, 미이행 23.8%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4 23 0 15 0

42개2년 차 8 24 0 10 0

(증감) +4 +1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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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대통령이 농어
업 직접 챙기겠
습니다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8.12.24), 시행('19.4.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예정('19.4)

농지법개정을  통해 경자
유전의 법칙 재확립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17.12)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마련(’17.8.) 
및 조사 실시(‘17.9~11)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8.12) 
  * 합법적 임대차 허용사유 조정, 임차농 보
호 강화 등"
￭대법원 농지법 판례로 의미 반감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

○
￭농업분야 혁신 선도 거점으로의 스마트팜 보
급확대
  * 시설원예 4,900, 축산 1,425호에 보급

○ 지방분권 분야 공약은 42개 중 완전이행 8개(19.1%), 부분이행 25개(57.1%), 미이행 10개(23.8%)임

○ 완전이행된 공약은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대기업 본사 이전 시 지원, 민자 도로 통행료 경

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등 지방분권의 핵심인 권한이나 재정 이양 등 근본

적 대안보다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 

○ 지방분권 실현이나 재정 분권 등의 주요 공약은 모두 부분이행이나 미이행 상태로 아직 구체적 진전

이 없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18년에 142개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 2조 원이 확보되는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철도의 비중확대, 공공성 강화 공약은 집권 1년 차 이후 크게 진행된 내용이 없어 보임

 

2) 평가

○ 지방분권 강화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 때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계승하는 공약으로 구

성되어 있음.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은 참여정부 때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

로 새로울 것이 없음. 오히려 지방분권이나 재정 분권 등의 주요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문제

○ 연간 10조 원(예산 2조 원)씩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투

기와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됨. 정부는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고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태

도지만 대부분이 콘텐츠는 빈곤하고 물리적 개발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음. 실제 공약 발표 이후 강북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하

였고, 과거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도 땅값만 상승하고 기존 상인들이나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음. 그런데도 정부가 근본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50조 원 뉴딜사업을 강행하고 있

음

14. 살기 좋은 농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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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 
· 낙농 등 미래농어업으
로 발전기반 조성

(‘18.12월까지 누계)
￭스마트팜 유형의 다양화 및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보급 추진
 - 한국형 스마트팜 생육관리 S/W개발
(12.27, 국화, 파프리카)
 - 수직형농장 지원(4개소, '17~'18), 노지밭
작물 사업자 선정(59호, '18.12월까지 누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2개소)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18년) 
  *'19년에 추가 2개소 선정 및 사업계획 확
정 예정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18년 
시행계획 마련('18.3.26)
  * 스마트농업, 밭농업기계화 등 주요 중점 
투자분야 및 계획 등 포함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17~'18) : 
31개소, 140억원
 - 지역 특화품목의 생산･가공･체험과 연계
한 시설･장비･마케팅 지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육성
('17~'18) : 4개소, 25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개발·보급 위한 
친환경연구센터건립('17~'18) : 2개소, 75억
원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17.12)"

쌀 생 산 조 정 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
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17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
('17.9.28.)
 - 시장격리 37만톤 등 정부매입(72만톤), 
민간 벼 매입 지원 확대(총 3.3조원) 및 정
부재고 감축 등 추진
￭‘18년~'22년산 목표가격 동의안 국회 제출 
및 물가상승률 반영 요청('18.11.2, 
188,192원)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로
운 수준의 목표가격 제시('18.11.8, 
196,000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법사위 계류 중)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 : (‘18) 
1,368억원, ('19) 1,505억원
 - ’18년 쌀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
업)추진계획 마련(‘17.12.26), 사업추진
(’18.1~)
 - ’19년 쌀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
업)추진계획 마련(‘18.12.21), 사업추진
(’19.1~)
￭쌀 소비 촉진 위한 ‘라이스랩’ 운영('17~'18 
: 4개소) 및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
산
   ('17 : 10개교, '18 : 12개교)
 * 1인당 쌀 소비량 : (‘16) 61.9kg → 
(’17) 61.8 → (‘18) 61.0 (쌀 소비 감소율 
완화)"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
비 식량정책 수립

○ ￭판단자료 모호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 ￭‘22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표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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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제도 강화

(’18.3)
 * ｢‘18～’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
(‘18.12.26.) 및 밀 수매제를 재도입(100억
원, 1만톤)
￭콩 정부수매 확대(논콩 전량 수매, 수매가격 
인상) 및 수입량 최소화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17.12)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마련(’17.8.)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7.9~11, 
'18.9~11월)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8.12)  * 합법적 
임대차 허용사유 조정, 임차농 보호 강화 등"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
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
면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
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
규모 양조장 지원  강
화，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
성，마을별 특산식품 현
장판매 허용

○

￭상업 인터넷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 전면 허
용('17.7)
￭쌀 소비 촉진 위한 ‘라이스랩’ 운영('17~'18 
: 4개소) 및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
산 ('17 : 10개교, '18 : 12개교)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쌀가공품품평회 등을 
통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소비 확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관광자원화 : ('17) 6개소, ('18) 4
개소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
타)， 수산물건조장에 대
한 농사용전기적용

○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위해 산업부와 협의('17년 하반기)
하여 정부지원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 할인 : ('16) 20 → ('18) 
50%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개정

농어업 재해대
책법 강화와 공
익형 직불제 확
대로 농가소득 
높이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
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
을 현실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 수요가 많고 재해보험
 적용이 어려운 복구비 지원항목 중심으로 단
가 인상 및 항목 신설
 - 조정내역 :  ('17) 20개 인상, ('18) 25개 
인상, 10개 신설
￭(농업재해보험법)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병충해 보장 확대
  * 재해보험 대상품목 : (‘17) 69개, ('18) 
73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 
추가), (’19) 78개(배추·무·파·당근·호박 추
가)
 -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추가 등 상품 
개선 : ('18) 사과, 배, 벼, ('19) 단감, 떫은
감 추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
로 확대개편

○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추진 중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18.6~'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이슈토론회('18.10), 농민신문 주관 좌담회
('18.12)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완
주 의원 대표발의, '18.11)을 통해 개편 기본
방향, 재정규모, 일정 등 논의 중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
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
의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지침 마련
(‘17.12)
￭소득이 불안정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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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포함)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
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농의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 제고
- ('18) 신규 청년농 1,600명, 8,349백만원, 
('19) 1,600명, 21,372백만원

청년농  · 귀농인 · 소농
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

￭청년창업농, 귀농인 등의 영농 정착을 위해 
저렴하게 비축농지 등을 임대
 * 2030세대 농지지원 : ('17) 3,666명, 
3,859ha, ('18) 3,816명, 3,509ha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
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파)의 생산
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실시
 - 주산지협의회 법적근거를 마련(‘17.3)하여 
무·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의 주산지협의회
(’16 : 0개소 → ’17 : 4 → ‘18 : 11)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생산자 등의 수급조절 참
여 유도
 -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물량을 확대하여, 평
년의 80% 수준으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16) 고랭지·겨울 배추, 겨울무 생산량
의 5% → (’17) 배추, 무, 마늘, 양파 생산
량의 8%
 → (’18) 고추, 대파(시범) 추가, 생산량의 
10%"

농어민 산재보
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
어민 복지 확대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
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사회보험으로전환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신규상품
(2종) 개발·보급(‘18.2)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19.1)
 -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국고지원 50%->70% 확대 "

‘100원  택시’ 등 농어촌
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해소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개편안 마련(‘17.12)
 - 농촌형 교통수단 이용료 자율 결정, 교통
모델 유형 다양화 등 
￭전 군 지역(82개소)에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시행 중('18년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 
· 급식시설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확대 추
진
 - ‘18년 지원대상 선정(’17.9) : 30개소(공
동생활홈 16, 공동급식 8, 작은목욕탕 6)
 - ‘19년 지원대상 선정(’18.9) : 39개소(공
동생활홈 21, 공동급식 13, 작은목욕탕 5)"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한 노후주택 슬레
이트 철거·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 (‘17) 5,000억원, (’18) 5,500, 
(’19) 5,500
 - (농촌빈집정비사업) 지방비 및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 예산을 활용하
여
 빈집철거 추진
 - (농어촌 취약지역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마을)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지원 
확대
 * 신규 지구 선정 확대 : ('17) 35지구, 
(‘18) 미선정, (’19) 70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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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비 확대 :  
('17) 동당 700만원 상한 → ('19) 900만원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
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
교육 활성화

○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
학 활성화 방안 마련(‘17.9.21)
 - 인적･시설역량 제고, 교육기능 및 홍보 
강화, 표준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
축 등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 (’17) 
360백만원, (’18) 975, ('19) 1,375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등 농촌유
학센터확대 : ('17)18개소 → ('18) 22 → 
('19) 26 
￭농촌 공교육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실시 
등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
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
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

￭18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실
시
 -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는 사회적농장 9개소를 선정하
여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 지원
(개소당 60백만원)
￭사회적농업법육성법 제정 추진(서삼석의원 
발의, '18.12.27)

에너지자립마을육성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도입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추진('18~'19,50백만원) 
￭에너지자립마을사업46개소선정(‘18년307억
원,산자부) 
산자부소관

농어촌  보육 · 보건 공
공서비스 확대

○

￭농촌지역 어린이집 확대 및 영유아 혼합반 
운영 허용('18.1, 복지부 협업)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8년 42개
소, 복지부 협업)
￭분만취약지역 기준완화 및 분만 진료서비스 
확대 위한 복지부 협의(‘18.11.12, 국회토론
회) 
*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

여성 농어업인
의 권리와 복지
를 늘려나가겠
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
영주 제도강화

○
￭농어업경영체법시행규칙개정시행(‘18.1.29)
- 공동경영주 등록시 배우자 동의 삭제 등 
서식개정 완료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
산 · 교육 · 휴가 · 질병
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 수 선택하여 사용)

○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17) 6만원 →
(’18) 7만원 / 사업시행 지침 개정 완료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
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300백만원)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
식센터 설치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내역사업으로확대추진
- ‘18년 공동급식 지원시설 : 8개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
원 조직 육성

○
￭여성농업인대상보육,교육·문화·복지사업등에
여성농업인센터참여확대유도
-'18년농번기주말돌봄방시행지침개정('18.1월)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
여 연구 · 개발 강화

○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R&D추진
- '18년 여성친화형 4종의 농기계 개발 진행 
중(농진청)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
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
￭‘행복나눔이’사업을개편하여결혼이민여성대상
1:1후견인제추진(‘18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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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
￭여성농업인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
직거래사업장인증제“ 인증기준 개정(여성농업
인 참여율 반영, ‘17.8월 고시개정)

농협의 유통기
능 강화 등, 농
산물 유통체계
를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원예조공법인육성을위한투자(‘17년4개소,160
억원/누계16개소,679억원)
￭마케팅강화를위한연합사업기금(600억원)운용
기한연장(‘17→’20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
조정， 수급조정， 가격
안정 추진

○

￭주산지협의회를중심으로‘채소가격안정제’본격
실시
- 주산지협의회 법적근거를 마련(‘17.3)하여 
무·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의 주산지협의회
(’16: 0개소 → ’17: 4 → ‘18: 11)를 구
성·운영함으로써 생산자 등의 수급조절 참여 
유도
-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물량을 확대하여, 평
년의 80% 수준으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16) 고랭지·겨울 배추, 겨울무 생산량의 
5% → (’17) 배추, 무, 마늘, 양파 생산량의 
8% → (’18) 고추, 대파(시범) 추가, 생산량
의 10%

생산자조직의  계약재
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

￭생산자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등)
과농가간계약재배를확대하기위해원물확보자
금,산지유통시설및마케팅비용등지원(계속)
* (‘18) 산지유통활성화 3,300억원, 마케팅지
원 25억원, 산지유통시설(APC) 17개소 197
억원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
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

￭전국단위연합사업(농협)의품목을지속적으로확
대하고,단계적으로품목별전국연합조직으로발
전
* 전국연합사업 구성 실적 : (‘17) 2품목(마
늘, 토마토)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
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
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
투자 활성화

○

￭기초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확대를통한지역조
합유통기능강화
* 기초생산자조직: (‘16) 2,229개소 → (’17) 
2,419
￭주산지를중심으로밭작물공동경영체지속육성
* 밭작물공동경영체 : ('16) 15개 → ('17) 
35

마케팅  보드(유통위원
회)， 의무자조금 확대

○

￭의무자조금활성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개정('17.10)
￭의무자조금전환품목확대를통한생산자자율적
수급조절등도모
* (‘17) 의무자조금 조성품목(누적)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
여 농어민의 농
정참여 실현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
한 이양， 인센티브 제
공)

○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중
앙의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18.2)
 - 지자체 중장기 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배
포 ('18.7)
○행정안번부 정부입법으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중(18.5~)
 - 농식품부 소관 2개 사무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안 계류 중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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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
여농정 실현， 전국-시도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운영 지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 지원실적 : ('17) 신규 6개소, 
(‘18) 신규 5개소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
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
조정제도(쿼터제) 도입

○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실시
 - 주산지협의회 법적근거를 마련(‘17.3)하여 
무·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의 주산지협의회
(’16 : 0개소 → ’17 : 4 → ‘18 : 11)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생산자 등의 수급조절 참
여 유도
 -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물량을 확대하여, 평
년의 80% 수준으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16) 고랭지·겨울 배추, 겨울무 생산량
의 5% → (’17) 배추, 무, 마늘, 양파 생산
량의 8% 
 → (’18) 고추, 대파(시범) 추가, 생산량의 
10%"

숲을 일자리와 
휴 식 공 간 으 로 
재창조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
자원으로 육성

○

￭산림자원법시행규칙개정('17.9.)
￭산림탄소상쇄운영표준개정안마련('17.9.)
￭산림탄소상쇄사업간담회('17.10.)
￭목재산업대상지현장방문('17.8.)
￭ 사 회 공 헌 형 산 림 탄 소 상 쇄 운 영 표 준 개 정
('17.11.)

청년층，  장년층， 노년
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
춤형 일자리 창출

○

￭산림일자리전담부서신설및산림일자리혁신본
부출범('17.8.)
￭산림일자리위원회구성('17.9.)
￭산림일자리종합대책마련('17.9.)
￭산림일자리위원회정책포럼('17.10.)
￭2017년산림일자리아이디어공모전경진대회
('17.11.)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17.11.)
￭2017년산림일자리박람회개최('17.12.)
￭2017년산림분야신규장기일자리추진실적
('17.12.)
￭2017년도산림분야사회적경제조직육성결과
('17.12.)
￭산림보호법(나무의사)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
고('18.1.)

산림유형에  따라 산림휴
양 레포츠 치유등다양한 
국민여가 공간 조성

○

￭백두대간마루금등산로관리기관지정('17.7.)
￭트래킹(356km)및등산로(1,325km)정비준공
완료('17.12.)
￭공립산림복지지구지정.고시('17.12.)
￭산림복지서비스수혜인원(2,060만명예상,붙임
5,'17.12.현재)
- 최종('18.1.23.기준) 수혜인원 : 2,070만명
(메모보고 '18.1.23) 
* 증가사유 :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1,661 
→ 1,671만명) 
￭공립산림복지지구지정(동두천)고시('18.1.)
￭2018년국립산림복지지구지정추진계획수립
('18.2.)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
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
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
대

○

￭숲속야영장조성매뉴얼제작및보급('17.9.)
￭산림레포츠단지(2개소)설계완료(함양'17.5,문
경'17.6.)
￭’17년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확대('17.9.)
및홍보('17.10.)
* 자연휴양림 51, 산림교육센터 5, 치유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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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육장 2, 유아숲체험원 3, 국립산림치
유원 1 
￭산림레포츠시설조성․운영매뉴얼제작용역추진
('17.9.)
￭숲태교표준프로그램시연회추진계획수립시행
('17.10.)
￭숲태교표준프로그램매뉴얼배포('17.11.)
￭산림교육센터(3개소)및유아숲체험원(33개소)
조성완료('17.12.)
￭2018년산림치유지도사운영사업(위탁운영)지
침마련.시행('18.1.)
￭국립유아숲체헌원조성대상지확정('18.2.)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사업계획확정
('18.3.)

산촌을  은퇴자 · 귀촌인
을 위한 제 2의 고향으로 
육성

○

￭산촌특구 추진 T/F 구성('17.8.) 및 산림자
원을 활용한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 육성방
안 마련('17.9.) 
￭산촌혁신포럼(가칭) 구성을 위한 T/F 회의
('17.12.21) 
○산촌거점권역 육성 이행계획 추진 관련 관
계관 회의('17.12.28)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발표
('17.12.27)
○산촌거점권역 육성 혁신계획 마련
('18.2.28)
 - 실행계획 검토를 위한 산촌혁신포럼 회의
('18.3.22, 4.19, 6.29)
 -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
립 시행('18.4.25) 및 대상지 선정('18.8.1, 
인제, 평창, 괴산, 진안, 울진)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18.11.8)
 -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등"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임산물재해보험공동판매관계기관협의('17.6.)
￭임산물재해보험상품설명회('17.9.)
￭오미자재해보험상품설명회('17.11.)
￭임야거래활성화사업집행지침마련('17.12.)
￭임산물재해보험확대를위한업무협의('18.1.)
￭임야거래활성화사업업무방법승인시행('18.3.)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하여 살맛나는 
어촌 조성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

￭(해수부) 도서민 생필품 운송 지원근거 마련 
관련 해운법 개정 법사위 심사 중
￭(해수부) '19예산 2,000백만원 요청 중
￭(행안부) 도서지역 전용 연료운반선 건조 확
보('18년 20억원, 2척 건조 지원중)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
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국정과제(62-3)에 포함하여 관리
*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를 위한 쉼
터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17.12.27)
￭어업인 쉼터 20개소 조성 예산 반영
('17.12.2)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

○

￭ 국정과제(62-3)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어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
원대상 확대(낙도→낙후 어촌)(2019년 업무
계획)
￭ 어업안전보건센터 900백만원 중 일부 활용

유휴 항만을 해
양산업클러스트
로 육성하여 항
만을 지역경제 

연안도시의  유휴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
정하여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

￭해양산업클러스터 본격 개발(2018년 업무계
획)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16.5.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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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거 점 으 로 
조성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다른 특구와 같
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
치 도모

○

￭ 해양산업클러스터 본격 개발(2018년 업무
계획)
￭ 국정과제(80-4)에 포함하여 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중('18.5, 
박재호 의원대표)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
지정 항만에 대한 개발계
획 추진

○

￭해양산업클러스터 본격 개발(2018년 업무계
획)
￭2018년 부산항 및 광양항 기반시설 설치 
공사 예산 14억 반영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16.5.29.) 제9조

수 산 직 불 제 를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어업인
의 소득보전 향
상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
역을 全도서로 확대

○

￭ 어가·어선원에 대한 복지망 확충(2018년 
업무보고)
￭ 지급 단가 인상 및 전 도서 확대를 위한 
수산직불금 예산 반영('17.12.2)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도서 및 지
급액 고시('18.4.6) 
￭ 국정과제 (82-2)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인상('18, 60만원 
->'19년,65만원)(2019년 업무계획)
￭ '19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10,989백만원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18.12)으로 대상지역 전도서 확대 시행 완
료

어업환경  보전， 어업인
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참여 유도로 ‘휴어직불제’
도입

○

￭ 휴어제 등 수산자원 보호제도 강화(2019년 
업무계획)
￭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 방안 연구용
역 완료(2018)
￭ 민간 자율휴어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19년 
예산 확보(34억)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
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
정 및 소득안정 장치 마
련을 위해 어업수입보장
보험 품목 확대 추진

○

￭ 국정과제(84-3)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어업수입보장보험 2차 시범사업(도상연습) 
추진(2019년 업무계획)
￭ 284백만원(어업수입보장보험 2차 도상연습 
추진 및 추가품목 상품화 가능성 검토)

어업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
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추진

○

￭ 어업인 토지 양도소득세(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18.1)
 - 연간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약 5.4억원 어업인 세제혜택 지원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
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
선 · 어업권 · 어업용 토
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정 
기준 증여세 감면 추진

○

￭ 20톤 미만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4
만㎡ 이내 어업용 토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18.1)
 -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 약 
113억원 어업인 세제혜택 지원

수산물 해외시
장 개척 및 수
산식품 수출가
공단지 조성으
로 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

수출촉진  및 홍보 마케
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수출지원 센
터)확대

○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무역지원센터 확대('17년 미국 LA, 대만, 
베트남, 일본 4개소 추가, '18년 미국 뉴저
지, 말레이시아, 태국 3개소 추가)"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신남방 마
케팅 실시(한류연계, 앵커숍 운영 등)"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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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산식품개발 지원 
확대

(2019년 업무계획)
￭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수행('17년 상품화 
8건, 기술이전 9건, '18년 상품화 13건, 기
술이전 12건)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수출유망식품 상품화('18년 8건) 
￭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수행('17년 상품화 
8건, 기술이전 9건, '18년 상품화 13건, 기
술이전 12건)"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

○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전남권 수출가공단지 예타면제 확정('19년 
1월)"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중(남해, 화순, 화
성, 태안, 해남, 통영, 서천 7개 지역)"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2019년 업무계획)
￭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17년 1,782백
만원, '18년 1,782백만원 지원, '19년 
4,785백만원 확보)

‘우리바다 되살
리기 프로젝트’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 지
키켔습니다

폐어구  수거 확대와 철
저한 어구관리로 어족 자
원 서식환경 개선

○

￭ 국정과제(84-1)에 포함하여 관리 중
￭ 18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79억원 반
영 (사업비 70% 55억원 집행)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 국정과제(84-1)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어구관리법률안 국회 제출('16.12월), 상임
위 상정('17.9) 완료
￭「어구관리법」국회 제출은 완료하였으나, 어
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및 업계 
반발 등으로 국회 공청회 무산('17.9월) 등 
추진 난항
 - 어구관리법에 대한 지직사항 및 어구 관
리를 위한 대안으로 불법어구 수입 원천차단
* 등 우선 추진('19.下)
  * 불법어구에 대한 수입 금지(수산자원관리
법 개정)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어구 가격
과 기존 나일론어구의 차액 등을 지원(52억
원/'19.1~12월)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
한 감척 활성화 추진

○

￭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2019년 업
무계획)
 - 상습적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 남획이 우
려되고,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 감척 추진(선망, 트롤, 저인망 
등 감척)까지 확대('19~22, 1200척 목표)
 - 폐업지원금 지원율 상향 조정(평년 수익액 
3년분의 80%→90~100%)하고 물가인상분 
반영
￭ 감척으로 인한 실직어선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확대
 * 선원통상임금고시액('19년 2,545천원/월) 
 - '15~'17년 : 2개월분 → '18~'19년 : 6개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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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리
제도 (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

￭ 휴어제 등 수산자원 보호제도 강화(2018년 
업무계획)
 - 민간 참여 TAC제도 확대를 위한 워킹그
룹을 구성하여 회의 개최('18.1~'19.1), 제3
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18.11)
￭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
간, 구역 / 체장,체중)으로 어린물고기 및 산
란기 어미물고기 보호 규정 명시

자원회복  절실어종에 대
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
트 추진

○

￭ 수산자원 회복사업과 사라진 어종 되살리기
(2019년 업무계획)
 -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9.3)
￭ 한해성 종자생산 기반시설 구축 48억원(국
비 24, 지방비 24) 완료
￭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해조류  이식， 종묘 방
류를 통해 바다숲과 바다
목장 조성 확대

○

￭ 수산자원 회복사업과 사라진 어종 되살리기
(2019년 업무계획)
 - 바다 사막화 방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3천ha(’18, 18천ha → ’19, 21천
ha)와 바다목장 14개소 지속 조성
￭ 바다숲 : 3,130/35,173백만원('19.3월) / 
수산자원증대(바다목장 등) : 바다목장 14개
소 지속 조성, 산란.서식장 7종 11개소 조성
/17,200백만원('19.3월)

합 계 2 57 0 4 1 64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3.1%, 부분이행 89.0%, 후퇴이행 0%, 미이행 6.3%, 판단불가 1.6%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 49 1 11 1

64개2년 차 2 57 0 4 1

(증감) 0 +8 -1 -7 0

○ 살기 좋은 농산어촌 분야는 1년 평가 대비 이행 정도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것

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분이행’이 1년 평가 76.6%에서 2년 평가 91.8%로 상승.

○ ‘추진’이나 ‘확대’ 등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은 것에 비추어 부분이행률을 상승이 

실제적인 공약 이행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완전이행은 작년과 동일하게 61개 공약 중 2개로 진전이 없었음.

2) 평가

○ 정량적 공약 이행률의 상승과 달리 실제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 평가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음. 작

년 오랜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석으로 사실상 방치되었던바,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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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

￭전담기구는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
제개편 하여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사무국
도 별도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
능 강화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보편
적으로 지급(‘19.4, 1~3월분 소급지원)하
고, 만 7세미만까지 대상 확대(’19.9~)
￭월 10만 금액 인상계획은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
일 1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
일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회의 상정

육아휴직급여인상,출산
첫3개월 2배

○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 ‘19년 예
산(정부안) 반영 완료(8월)
 * 통상임금의 40→50%, 상한 100→120
만, 하한 50→70만"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한 「고
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고용보험
위원회 상정·의결(7.3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60%→80%) 완료 및 시행(1.1.~)

10 to 4 더불어돌봄제
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
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 200개소 추가 확충(23개소 → 223개
소)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18.5.9, 
한정애 의원),상임위 법안상정(’18.8.28)"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현행 무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였음.

○ 스파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등 각종 농정 현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점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농지법개정 노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경자유전의 원칙 후퇴라

고 보일 수 있는 대법원판결도 나와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방향

으로의 직불제 개편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

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4월 출범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임. 

농정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가야 할 것임.

15. 저출산·고령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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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
교사 8시간 근무제 추
진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 6천명
↑), 보육료 단가 인상 등을 통한 보육서비
스 품질 향상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
스’ 확대 및 내실화

○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9. 150개소, 
’22년까지 1,800개소)하고, 방과 후 학교
돌봄과 연계해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의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
지원체계 개편 검토 (‘19. 시범사업)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
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
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
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
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를 위한 ‘19
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
억 원 확보(‘18년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

'공공  난임센터⦁미숙
아센터 설치 확대

○ ￭계획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에게 출산지원금 월 50
만원 3개월간 지급

○ ￭계획 없음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
파산 예방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
만원 균등 지급

○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
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
으로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
안 추진

○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 
중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
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
입 지원 확대,   연금 
크 레 딧 ( P e n s i o n 
Credits) 확대 

○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출산
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 계획안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제도별 발전방안 
및 제도 연계·내실화 추진(’19~)

'노인부부(단독세대) 가
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
강관리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

○
￭안부확인 등 기본․종합서비스를 확충하고, 
독거노인자립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사회관
계 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

￭"치매안심센터 설치(256개 보건소), 공공후
견인제도 시행(‘18.9),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
임성 제고"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18.1), 26개 
치매질환 본인부담 완화(’17.10) 등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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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인프라 지속 확충
* ’17년 50개소, ’19년 이후 매년 5개소 
**’19년 69개소, ’22년까지 344개소 확충
“
￭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
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
원 확대 

○
￭정부가 물리치료실과 텃밭 등을 갖춘 고령
자 전용 임대주택을 1000가구 이상 공급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경제참여 지원

○

￭(일자리 확대)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
자리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 확대(‘18년 51만명→’19년 61만명)
￭(질 제고)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로 전환하고, 시니어
취업컨설턴트 확대(38명→180명)를 통해 양
질의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
￭재능나눔(월10만원)→공익활동(5천명, 월
27만원),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2만명, 
월65만원)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으로 문화복지 확대

○ ￭계획 없음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 기금운용
의 견제와 균형 장치 마
련

○ ￭계획 없음

기금 운용의사 결정 과
정 및 투자내역과 자산
구성의 세부적 공시 강
화

○
￭수탁자책임원칙 도입과 홈페이지 기금운영 
공시 강화 등이 시행 되었지만 의사결정 기
준의 불명확성, 과정의 투명성 존재  

합  계 1 13 0 8 0 22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4.5%, 부분이행 59.1%, 미이행 36.4%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8 1 12 0

22개2년 차 1 13 0 8 0

(증감) 0 +5 -1 -4 0

○ 육아휴직급여인상은 완전이행률을 보였음. 난임 부부 지원, 기초연금 인상, 국가 치매 책임제 도입 

등의 공약이 부분적으로 이행하였음. 

○ 1년 차와 비교하여 아동수당이 소득에 차별을 두고 지원하던 것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

편적 지원으로 변경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음. 또한, 뱅자출산휴가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등은 부분이행으로 변화하였음. 

○ 국민연금 관련한 공약은 사회적 논의 진행 중으로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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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생애맞춤형 소
득지원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
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폐지(’17.11,
3.4만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14만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
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활사업  대상자 및 자
활근로 종류를 확대하
고, 자활급여를 인상하
여 빈곤층에게 중산층 
재진입 기회 제공

○

￭"자활급여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등 자활 유인을 강화하고, 시간제 자
활 등 일자리 확대(1,500명)
￭자활급여  ’18년 대비 급여 단가 최대 
26.6%인상(139만원, 시장진입형 기준)
￭자활장려금 약 1.8만명, 최대 월 385천원
(연간 463만원) 추가 혜택 예상

건강보험 하나
로 의료비 문
제 해결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확대(827→927개, ‘19.1) 등 의료안
전망 강화
￭하위 50%구간은 상한액 현행유지, 상위 
50%구간은 12~57만원 인상"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
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급여 확대) 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완화 및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 확대
￭(MRI) 안면(5월), 복부 흉부(10월) (초음
파) 하복부 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
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산*,* (’18) 3,400

○ 아동 인구비율의 지속 감속 추세, 소득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과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고, 

사립유치원 비리 등의 현안을 거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성이 확대됨. 이에 임신부

터 양육, 교육까지 아동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정책은 의미 있음. 

○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하였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계기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

○ 하지만 돌봄 체계는 아직 미흡하며, 제도적 개선 사회 합의가 필요한 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이행도는 

미흡하였음. 일과 양육이 양립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고령화 대책 중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 

중이므로 미이행이 많았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이 필요함. 기초연금 인

상. 국가 치매 책임제 등은 점차 확대 중임. 

○ 노인 일자리 문제는 양적, 질적 확대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

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또한, 약속했던 노인 문화 생활 지원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음. 

16.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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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
화하고 환자안전 강화

명(3.6만개 병상) → (’19) 9,200명(5만개 
병상, +5,800명) → (’22) 10만개 병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
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18.7) 등 취약 계
층 의료 안전망 확충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18.1월 최대 
3,000만 원 지원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
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

치과⦁한의  치료에 대
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

￭65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시행령 개정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한방 추나요법
(’19.상) 건보 적용
￭만12세이하 광중합형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진
￭금융위-보건복지부 주관 공사 정책협의체 
운영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1건강검진’ 시
행

○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
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
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
한 검진항목은 확대

가계부채 해결
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노력은 있
었음, 소득주도성장 실제 효과는 더 두고 
보아야 
ㅇ가계/부동산 대출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촉
진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
자본 도입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18.12
월)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상품 출시('19.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
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금융민주화)

○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 발표 및 소비
자 중심 현장점검 개편(17년 9월)
￭금융소비자 맞춤형 현장소통 추진 및 「금
융현장소통반」으로 변경(18년 10월)

체계적인 가계부채 종량
관리 종부채상환비율
(DTI) 대신 여신관리지
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
사(DSR) 활용

○
￭은행권에 이어 DSR을 제2금융권 여신관
리지표로 도입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
는 사회 구축 : 감소일
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
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줄 축소를 위한 생활
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 ￭계획 없음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동
일하게 24%로 인하하여 사실상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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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
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18.2.8)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금리 인하(최대 
3%p)를 통해 대출상환부담 최소화
('18.4.30)

소액 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
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
증의  생활권확보

○
￭'17.11월 제도시행 이후 '19.2월말까지 총 
62.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에게 채무면제 
또는 감면 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
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
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
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
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
위 급지

○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 정보제공
을 확대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
화하는 등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
호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신용정보원,‘17.4
월～)을 통해 일부 채무정보를 제공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정， 금융소비자보호 전
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
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
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구제절차확보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안 제출(17년 5월) 
및 공청회 실시(17년 9월), 정무위 법안소
위 논의(18년 11월)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적 기반이 되는 금융소비자법 제정 노
력 지속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도입, 수수료 관련 공시 강화 등 반영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대출) 확대

○
￭ '18년 말까지 누적하여 1.6조원의 유한책
임대출(정책모기지) 공급

어린이 입원 
진료비, 확령
기 청소년 독
감 예방 접종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부담 ’17.10월 
10~20% → 5%
￭‘19.1월부터 0세 아동 외래 본인부담 인하
를 통해 평균 진료비 약 11만원(16.5만원
→5.6만원, △66%) 추가 경감

초⦁중⦁고생  독감 예
방접종 국가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2018년 
초등학생까지 확대됨. 중·고등학생은 단계
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18) 생후 60개월-12세 추가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
여, 의료·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 서비
스 등을 제공할 예정
￭현재 대전 1곳 건립 중

의료 양극화를 
해소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
여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8년) 633 
→ (’19년 안) 1,118억 원 (485억 원, 
76.6%)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종
합병원을 지정 또는신설
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
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
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낙후된 지방의
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906억 원, 적십자병원 26→70억 
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민간병원의  적정 ○ ￭의료정보지도 용역결과에 따라 “병상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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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
체계 효율화 추진

지역은 신증설을 억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 병상을 필요한 지역에 늘리는 방향으
로 검토해 적정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대책
을 마련
 ￭ ‘병상총량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
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
책 마련

○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
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
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했으나 합
의 불발

의원-병원간,  의원-의
원간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
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
책수단 마련

○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
심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상급종합병
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 내 
자체 의료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역사회 중
심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
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
화

○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징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부당
이득은 해당 병원, 약국에 징수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
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
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
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
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
된 의료기관 인센티브제
도 도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
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
가로 선정하여 발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패
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 추진

○ ￭계획 없음 

의료영리화 막
고, 공공성 강
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
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 놓고 논쟁중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
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계획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작업 
재개를 공언. 
￭도서·벽지, 원양 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제한적으로 의사-환자간 스
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
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
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 ￭논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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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 ￭논의 없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
료원의 기능과 역할 확
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
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503 → 923억
원(420억원) 증가

지역별로 공공  의료기
관 및 요양시설 확충

○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
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 추
진, ‘19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안 84% 증액(977억 원) 등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필수약품에 대한  공공
적 공급체계 구축

○

￭"희귀 필수의약품에 대해 적정 재고량을 
파악한 후 공급부족 상황이 예측되면 정부
가 선제적으로 수입해 공급받는 시스템 구
축 계획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 예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공
급중단 예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
서비스 국가가 
직접 제공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 
시설의 매입 및 장기임
대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

○ ￭계획 없음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
의 적극 투자 유도

○ ￭계획 없음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
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
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
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
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
축

○

￭"2019년 사회서비스원 4개 지자체 시범사
업  (19년)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
소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인력 1만1000명 
고용 목표"

민간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
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2019년 사회서비스원 4개 지자체 시범사
업  (19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
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
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
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
구·조사 등도 수행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
화,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찾아가는 동  복지센
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
복지 인프라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계획  
￭광역자치단체(시·도) 예산편성방식에서 중
앙부처(복지부) 예산편성방식으로 변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8.8)"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
음
￭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21년) 선도
사업 실시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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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18, 3,509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
용

○ ￭담배세 인상분 파악 불가 

합  계 2 33 1 7 2 45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4.4%, 부분이행 73.3%, 후퇴이행 2.2%, 미이행 15.6%, 판단불가 4.4%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 24 0 13 6

45개2년 차 2 33 1 7 2

(증감) 0 +9 +1 -6 -4

○ 어린이 의료비 지원, 의료비 경감 공약, 사회서비스 국가 직접 제공 등의 공약에 높은 이행률을 보

임. 

○ 1년 차와 비교하여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유도. 약탈적 

대출 규제,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 사회서비스 국가 직접 제공 등의 공약 등이 부분이행으로 변화하

였음. 

○ 다만,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영리화 공약이 후퇴 이행하였음. 

 

2) 평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높은 부분이행률을 보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정책임. 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등 쏠림 현상 개

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이 필요함.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진척속도가 늦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

진이 절실하게 필요함.

○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는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음.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수수방관, 원격의료 도

입 공언, 체외 의료기기 진단 규제 완화, 비의료기관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이 

전방위로 시행되고 있음. 현재 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는 공약 

파기 수준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애초 공약보다는 미흡함.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속

히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사업의 왜곡된 전달체계, 질 낮은 서비스 등 서비

스 질 개선을 이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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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공공이 직접  관리 ·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 (업무계획)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급
￭ (예산) 영구, 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임기말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 달성

　 ○ 　 　 　
￭ (업무계획) 22년 까지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호, 재고율 9% 달성
￭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주택 등 
예산 확보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
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 　 　 　
￭ (업무계획)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급
￭ (예산) 공공지원주택 예산
￭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개정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입

　 　 　 ○ 　

￭ (업무계획)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 예
측, 입주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 개선
￭ (법령)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
의 예정
▪ 입주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
기자 관리를 위해 입주자 관리지침*(’19.3) 
및 통합검증 시스템 마련(’19.12)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명부관리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행복주
택，영구임대 등)을 통
합

　 　 　 ○ 　

￭ 2019년 업무계획.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
토 중. 올해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
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서 내년에 사업승
인을 받을 수 있는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
￭ (업무계획)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
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

　 ○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
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
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
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공공임대주택 30% 신
혼부부 우선공급， 다양
한 유형의 주택 확보 :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 　 　 　
￭ (업무계획)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혼
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30%로 확대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도심내 공공용지，재생
사업구역，혁신도시내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등 동원

　 　 　 ○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유휴부지 주택 공급을 발
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없음. 
￭ (업무계획)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예산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 　 　 　 　 ⦁(업무계획)생애최초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17. 주거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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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

대출상품출시(`18.1)
⦁(예산)15,358억원반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
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 　 　 　
￭ (업무계획)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 출시(`18.1)
￭ (예산) 25,540억원 반영
￭ (법령)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
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 　 　
￭ (업무계획)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
거비 경감 지원 방안 마련
￭ 일부 지자체 시행중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 (업무계획)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
를 절감하고, 독서실, 게스트룸, 식당 등 공
용시설 설치(5만실)
￭ (예산) 공공리모델링 예산 확보

대도시 역세권 개발, 시
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 서울 및 5대 도
시에서 20만실  확보

　 ○ 　 　

￭ (업무계획)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산업
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청년 공
공지원지원주택 등 공급, 청년 대상 공공임
대주택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예산
￭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개정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본회의통과
(19.04.05)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
사 수용인원 5만명 확
대(수도권에서 3만명)

　 ○ 　 　
￭ (업무계획)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를 통
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
￭ (예산) 주택도시기금 연간 2천억원 수준 
확보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
스터 시범 건설

　 ○ 　 　

￭ (업무계획)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수
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
업공간 등과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하여 추
진
￭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발표
(18.11)
창업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공공임대
주택 7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평형 선택권을 보장

　 ○ 　 　 　
￭ (업무계획) 주거복지로드맵 중 특별공급제
도 개선에 반영
￭ (법령)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
별공급 운영지침 개정 완료('18.2.26)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
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은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게 우선 공급

　 ○ 　 　 　

￭ (업무계획)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
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
애등급 포함, 영구,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
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추가
￭ (법령) 주거약자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
법 시행규칙 개정

주거급여 확대 및 지원
액 단계적 현실화

　 ○ 　 　 　
￭ (업무계획)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액 확대 등 기능 강화
￭ (예산) 주거급여 예산 확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
동홈’등 지원주택을 매
년 1만실 확대

　 ○ 　 　 　
￭ (업무계획)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를 연
계한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하여 추
진
2018년 2월 금천구 시범공급이후 진척사항 



- 209 -

없음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공공임대 공급 · 주거급
여 외의 응급주거 제
공，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
지 프로그램 상담 및 지
원

　 ○ 　 　 　
￭ (업무계획)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
해 긴급지원주택을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하여 추
진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
원 제도화，‘홀몸노인안
심센서’ 설치

○ 　 　 　

⦁ 2018.1.3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
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결
⦁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
￭ (업무계획) 홀몸 어르신 주택 안심센서 설
치 근거 마련
￭ (법령)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 　
￭ (업무계획)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공급
￭ (예산) 공공지원주택 예산
￭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개정

도시재생뉴딜
로 
노후주택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년
공적재원 10조원 투입, 
공공기관주도 추진

　 ○ 　 　 　
￭ (업무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등 공
공기관 활성화방안 마련, 
￭ (예산) 매년 약 재정 2조, 기금 4.9조, 
공기업 3조 등 연평균 10조원 규모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설치 지원.  열린  
단지로 육성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 　 　 　
￭ (업무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커뮤니티
시설 등 지원포함
￭ (예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예산으로 커뮤
니티시설 건설비 등 지원
￭ (법령) 해당없음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
지， 재래시장 등 집약
적으로 정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 (업무계획)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추진방안 
마련('18.12)
￭ (예산) 도시재생 뉴딜 예산으로 어울림센
터 건설비 등 지원
￭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및재개발사업시도시
계획특례등으로저소득증
주거,영세
상업곰간확보의무화등젠
트리피케이선방지대책수
립

　 ○ 　 　 　

￭ (업무계획) 뉴딜사업 선정 평가 시, 상생
협약체결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포함, 상
생협약 체결근거 마련 및 표준안 고시
('18.12),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18.12)
￭ (법령) 상생협약 체결 근거마련(도시재생
법 시행령 개정, '18.6)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
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
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
으로  활용

　 ○ 　 　 　 ￭ (업무계획) 공적임대 연 17만호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포함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
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
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 
주택개량사업추진

　 ○ 　 　 　
￭ (업무계획) 공적임대 연 17만호 공급
￭ (예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주택 예
산 포함
지자체별 농촌 노후주택 계량사업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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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LH) 및 지
방공기업이 사업을 주도
하되， 인센티브， 예산 
및 기금지원 도시계획 
특례를 확대하여 실질적
인  사업모델 개발

　 ○ 　 　 　
￭ (업무계획)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 
예정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
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
너지 빈곤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 　 　 　

￭ (업무계획)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에 
패시브 수준의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추진
￭ (예산) (가칭)소형주택 에너지 성능강화 
연구용역 완료('19.03)
￭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
준 고시 개정('18.12) 및 시행예정('19.07.)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
주택 등록을 촉진.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
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 · 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 (업무계획)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감면 확대
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 (법령)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
법,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개정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
고， 지자체별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 　 　
￭ 임대주택 등록이 미진하면 계약갱신청구
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계획.
￭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제화 됨. 

합  계 2 26 0 4 0 32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6.3%, 부분이행 81.3%, 미이행 12.5%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20 0 10 1

32개2년 차 2 26 0 4 0

(증감) +1 +6 0 -6 -1

○ 주거문제 해소 공약은 완전이행 6.3%(2개). 부분이행 81.3%(26개), 미이행 12.5%(4개)임

○ 완전이행된 공약은 홀몸노인안심센서 설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우대금리 대출 등 주거약자 지

원책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 호 공급은 정부가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 임대 

5.9만 호는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로 볼 수 없음

○ 전체적으로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화 등은 진전이 

없음

2) 평가

○ 주거공약 중 부분이행이 81%로 비교적 높으나 실질적인 주거안정 효과는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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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이
행

판단
불가 비고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상향 월 13만
원 → 월 20만원)과 연령 확대(만 14세 미
만 → 만 18세 미만)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
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
를 시설에 파견
￭추가지원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5만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지원(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공동생
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양육 부⦁모에 대한 양
육비 이행 지원 강화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
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
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가족교육･상담, 통번
역, 자조집단육성 등 서비스 제공   - 방
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
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
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
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개소)을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
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 뉴딜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주거불안 더욱 심화 됨. 상위 1% 다

주택자의 소유편중도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가보유율은 제자리 

상태로 주거 불평등도 매우 심화. 따라서 무주택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과 집

값 거품 제거가 매우 중요

○ 주거공약 중 매년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 확대는 공공이 소유한 3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장기공

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이 소유한 8년 자리 단기임대, 전세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

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볼 수 없음

○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필요함에도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계적 제도화라고 밝혔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없음.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며 세제지원, 대출 지원 등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김

○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및 인상은 부양의무제 폐지로 일부 이루어졌으나 여

전히 미흡하며, 이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든 세부 공약이 부분이행 중이나 단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민 참여 부재, 

부동산가격 상승, 세입자 문제, 사업자 특혜 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함

18.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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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152개소
→183개소)한다. (여가부)

취약⦁위기가족 지원 확
대

○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
원연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금 인상,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
상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
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
여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
드림 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취업의
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
영 센터**도 추가 개소 (’18) 206개소 → 
(’19) 213개소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 운영(214개소)
ㅇ내일이룸학교 운영(17개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 지
원 확대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가 (226→232개소) 확대 운영되고, ‘찾아
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
자’도(1,261→1,316명)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남. 
￭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30개에서 138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
대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은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쉼터  (현황) 130개소(‘18년) → 
138개소(’19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현황) 4개소
(‘18년) → 6개소(’19년)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60→90
명) 확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
우미 지원 사업 전국 확
대

○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8년 3개소(수도
권, 경상권, 전라권) → ’19년 4개소(충청
권 추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등 중재해결 지원,  인식제
고를 위한 청소년 및 업주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운영

지자체별 청소년육성 전
담공무원 배치

○

￭청소년정책 담당 및 지자체 청소년육성 전
담공무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계획
￭청소년 관련 정책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
여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중앙 및 지역 청소
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189개)

요보호 아동  지원 확대 ○
￭아동보호 전달체계 혁신 등 아동보호종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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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소득보장, 주거지
원,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이 연계된 통합
적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를 구성 운영(’18～’19년),
￭장애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
쳐 제정안 마련 계획(’20~’21년)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
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19.7), 현물현금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
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지
원(’19.7),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
인의무고용)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
책 확대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제고. (’17
년 2.76%→ ’18년 2.85%)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무원 (18년,3.2% 
→ 19년 3.4% 상향)/ 국가 및 지자체 근
로자 (18년,2.9% →19년 3.4% 상향)

장애인 연금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
는 방안 추진 계획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
지원 확대   

○

￭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
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
산급여 인상(680→1,000원) 등 반영
(9,685→1조35억 원, +350억 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

장애인교육⦁문화권  확
대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48개), 유치원 특수학
급(122개), 특수학교(3개) 및 특수학급(351
개)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73명 증원하여 특수교육 기반을 
강화
￭19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인상해 연 8만원 지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
규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거주지 중심 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통합 돌봄(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여성장애인지원법」  제
정

○ ￭계획 없음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
화

○

￭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 및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한 근거 조항을 신설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예산 확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
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
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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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사업 시범운영
* 대구광역시립희망원(대지 41,844㎡) : 노
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 정신
요양시설로 구성, 생활인 정원 995명, 종
사자 정원 163명

장발장 은행 
제도 시행 확
산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
회적 지원 제도 확산

○ ￭계획 없음 

회생 신청을 해야 하지
만 돈이 없어 곤란을 겪
는 국민의 경우,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회생신
청 비용을 저리로  대여
해주는 제도 마련

○

￭공적 채무조정 Fast-Track을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접수와 접수에 필요한 비용등
을 지원중이며,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한부모 가족 등까지 확대('18.1)

합  계 1 21 0 3 0 25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4.0%, 부분이행 84.0%, 미이행 12.0%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15 0 9 0

25개2년 차 1 21 0 3 0

(증감) - +6 0 -6 0

○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약은 가족지원, 청소년 지원, 장애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부분이행을 보임. 장애인권리보장법, 여성장애인지원법 등 법령 제정 공약은 미이행을 보임. 

○ 1년 차와 비교하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요보호 아동 지원 확대,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 

등 미디어 복지 강화 공약은 부분이행으로 변화함.

○ 여전히 돈이 없어 노역해야 하는 극빈층에 대한 장발장 은행 제도는 계획 없음. 

 

2) 평가

○ 여러 취약가족의 지원 공약의 부분 이행율은 높으나 지원의 대상이나 규모가 미흡함. 또한, 취약가족

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 따라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대폭 지원을 확대 해야 함. 

○ 장애인 자립을 돕는 공약도 부분 이행률이 높으나 규모가 미흡함. 장애 등급제 폐지는 차질 없이 진

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장애 등록제 폐지까지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약자인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부분이행률은 높으나 공약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공약이 아

니고 지원 규모도 부족함.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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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생애수요자 맞
춤형 교육비 
지원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

￭ (업무계획) 다양한 정기권․정액권 및 자전
거․보행 마일리지 도입을 통한 교통요금 경
감 추진 (전국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세종시('18.4월), 울산시 전주시('18.10
월) 시범사업 기시행
￭ (예산) 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 14
억원
￭ (법령) 해당없음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
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
화

○
￭ 2018년도 예산을 68조 2322억원 확정,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 

고교무상교육 실현 ○

￭ ’19학년도 3학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 
추진 발표(’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
(’18.12.11))
   -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 
3학년 → (’21년~) 全학년

대학 입학금 폐지 ○

￭ 업무계획: '18년 교육부 업무보고
('18.1.29.)
￭ 내용: '18년부터 4~5년에 걸쳐 입학금 
단계적 폐지*
  * (국·공립대) ’18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4년제 사립대) 평균 입학금(77.3만
원) 미만 대학은 '21년까지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고,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
은 '22년까지 5년간 매년 16%씩 감축 예
정

반값등록금 추진 ○

￭ 업무계획 : '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
계획('19.2.1)
￭ 예산 : '19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36,051억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 업무계획 :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17.7월),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18.1월),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18.7월),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19.1월)
￭ 예산 : '18년 예산 1,874억원, '19년 예
산 1,759억원
￭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
른 교육부 고시 제2017-124호('17.7.13.), 
제2018-144호('18.1.3.), 제2018-161호
('18.7.5.), 제2019-173호('19.1.9.),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
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
관 확대

○

￭ 사업내용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
본계획 수립('18.2.) 
￭ 예산 : ('18년) 40억 → ('19년) 44.6억
￭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은 부분 이행율은 높으나 지원 대상, 규모 등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음.

19. 생활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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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국가근로장학생， 평생
교육 강사 등을 교사로 
활용

○

￭ 사업내용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
근로장학생 추가 선발('17.8.) 
 - 성인문해교육기관에 근로장학생 배치 포
함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
를 위한 무료 
K-MOOC 강의 제공 
및 학점 취득 기회제공

○

￭ 업무계획 : 매치업 프로그램(한국형 나노
디그리) 기본계획 수립('17.10.), 
   '18년 매치업 도입하여 인공지능,빅데이
터, 스마트물류 분야 발굴 및 총 12개
    교육과정 개발
￭ 예산 : '18년 약16억원

월 1만 1000원 이동통
신 기본료 폐지

○
￭보편요금제 도입 준비 중으로 사실 상 폐
기됨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
기 폐지

○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되었으나, 조기 
폐지되지 않고 일몰에 따라 폐지됨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
￭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과 반영여부는 불
명확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 ￭ 선택약정할인 20%에서 25%로 확대됨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
유 활성화

○
￭ 일부 통신사(알뜰폰)의 데이터 이월과 공
유가 늘긴 했지만, 활성화로 보긴 어려움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

○
￭ 공공와이파이 2018년 예산 삭감 된 채 
중앙 및 지자체 매칭으로 진행 중

한·중·일 3국간 로밍요
금 폐지 추진

○ ￭ 로밍요금 가격 인하 됨

합  계 1 11 1 3 0 16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6.3%, 부분이행 68.8%, 후퇴이행 6.3%, 미이행 18.8%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8 0 7 0

16개2년 차 1 11 1 3 0

(증감) 0 +3 +1 -4 0  

○ 생활비 절감 공약은 완전이행 6.3%(1개), 부분이행 68.8%(11개), 후퇴이행 6.3%(1개), 미이행 

18.8%(3개

○ 완전이행 공약은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하나이며, 이도 집권 1년 차에 완전이행 된 것으로 2년 차에

는 완전이행이 없음

○ 고교무상교육 실현,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완화 등 부분이행 중으로 

공교육 확대 및 교육비 절감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음

○ 이동통신료 기본료 폐지는 보편요금제 도입 준비 등으로 사실상 폐기되어 후퇴공약으로 평가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등은 미이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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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 진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
식권을 보장

○ ￭구체적인 이행 계획없음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국민의 휴
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 실시

○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확대 추진 계획
을 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발표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검토

○ ￭아직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을 위해 대통령
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
극 추진 특히， 올해 추
석연휴 기간 중 10월 2
일 임시공휴일 선보를 
통해 내수진작 위한배려

○
￭17년  추석연휴 당시 10월 2일을 임시공
휴일로 선포, 4월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
휴일은 미지정

근로자의 휴식
이 있는 삶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휴
식시간(11시간)제 도입

○
￭노사정 합의 기반 19년 4월 현재 노동법 
개정안 국회 논의중

근로시간 외 전화， 문
자메세지， 소설네트워
크서비스(SNS) 등을 통
한 업무지시를 제한(불
가피한 예외 인정)， 노
동자의 사생활을 보장

○
￭고용노동부 해당 내용 방안 검토 중,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
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
록 제도개선

○
￭연차유급휴가 2주기간내 연속의무사용 가
능내용은 특별히 추진된 바 없은 것으로 보
임

1 년 미만 비정규직 근
무자에게도 근무기간에 

○
￭개정 연차 휴가제도(2018.5.29 시행)에 
따르면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 확대

2) 평가

○ 생활비 절감 공약이 완전이행이 1개에 그쳐 교육비, 통신비 등 국민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

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음

○ 교육비 부담완화와 공교육 확대를 위한 공약들 대부분이 단계적 도입, 부부도입 등에 그쳐 좀 더 적

극적 확대추진이 필요함

○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후퇴되었고, 공

공와이파이 의무설치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공약 이행이 미진해 보임

20. 국민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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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국고 지원
(1,981,223백만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
대

○
￭ '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확대 조기 달성 
추진(2,600학급)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18년 대비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합  계 1 3 0 4 0 8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2.5%, 부분이행 37.5%, 후퇴이행 0%, 미이행 50%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1 3 0 4 0

8개2년 차 1 3 0 4 0

(증감) 0 0 0 0 0

○ 휴식권 보장 공약은 완전이행이 12.5%(1개), 부분이행 37.5%(3개), 미이행 50%(4개)로 공약 이행이 

매우 낮음

○ 관공서의 공휴일 모든 국민 적용,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검토는 아직도 구체적 계획이 

없음. 

○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되는 시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존중의 사회실현 못지않게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8개의 국민 휴식권 보장 공약의 의미가 큼

○ 연휴 기간 내에 적정한 날을 선정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민간의 휴식을 유도하는 등 공약이 이

행되었으며, 

 - 1년 미만자의 연차 보장 도입도 입사 초기 연차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여 충분한 휴

식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약 이행으로 보임.

2) 평가

○ 공휴일의 모든 국민 적용, 일부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전환 등은 국민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 적절한 공약 선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정규직 유급휴가 부여, 노동시간 외 사생활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관련 공약에 대한 적극

적 추진이 필요함

21. 교육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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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9년 6만원 인상(283,860백만원)

저소득층 계층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 확
대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저
소득층 유아 국공립유치원 우선선발 추진
(`18～)/특별교부금 3,050백만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
사⦁교육프로그램⦁교육
시설 등 질의 균등화를 
통해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누리과정 전문성 제
고 연수 설계 및 운영(~19.12. 교육부, 복
지부
￭ (교육부) 특별교부금 510백만원, (복지부) 
별도 예산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
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 2019년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운영계획
('18.12.31.)/특별교부금 1,550백만원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누리과정 전문성 제
고 연수 설계 및 운영(~19.12. 교육부, 복
지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
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
￭ 온종일돌봄정책 발표('18.4.4.)
￭ 예산 : 1조1,053억원('18년 ~ '22년까지)

온종일마을학교를 도입
해 아동⦁청소년 완전책
임돌봄체계 구축

○
￭ 온종일돌봄정책 발표('18.4.4.)
￭ 예산 : 1조1,053억원('18년 ~ '22년까지)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
는 초등학생에 대해 의
무조사 실시

○
￭ 온종일돌봄정책 발표('18.4.4.)
￭ 예산 : 1조1,053억원('18년 ~ '22년까지)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

￭2018년 혁신학교 전국확대(1,525교), 혁신
교육지구 확대('18.3.1. 기준 100개 지구)
￭2019년 학교혁신 문화확산 사업 계속 추진
/ 예산 : 27,403백만원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
해 초⦁중⦁고 필수 교
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
￭국정과제 반영('17.7.~)
￭특별교부금 3,240백만원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

○ ￭내용없음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
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7.6.) 및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을  위
한 연구학교 지정·운영('18.3.~'20.2.)
￭ 2018년도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
성화 지원 계획(안)<2017.12>, 2019년도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지원 계
획<2019.1.>
￭ (학생평가 연구학교) 910백만원(특별교부
금)

현행 한 학기의 자유학
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
기제 확대

○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17.11.),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18.1..) 
2019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시행
계획('19.1.)
￭특별교부금 89,172백만원, 국고 258백만
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이 자유학기를 두 학기(자유학년)
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완료('17.11.)

자유학기제 기간 중 진
로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 지원

○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17.11.),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18.1..) 
2019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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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19.1.)
￭특별교부금 89,172백만원, 국고 258백만
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이 자유학기를 두 학기(자유학년)
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완료('17.11.)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진로찾기와 진로프로그
램 코칭

○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시스템 개발 완료
('18.5월)→후속 기능개발 추진 중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로심리검사 및 진
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예산 : 1,450백만원

중고등학교 휴학제 허용 ○

￭중학교 유예제 및 고등학교 휴학제 개선 방
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17.하)
O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및 중학
교 휴학제(유예제) 표준안 마련('18.12월)

초⦁중⦁고 문예체 교
육 강화

○
￭예술이음학교(’19. 11교)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18.88교→’19.211
교)

고교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
육 추진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
고, 국제고 등), 마이스
터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 체제 단순화

○
￭고입 동시 실시 및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17.11.02)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
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

○
￭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고입전형을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 실시를 위한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12월)

진로⦁적성  맞춤형 고
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
획 발표('17.11.27.),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발표
('18.8.17.), '19년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추
진계획 발표('19.2.),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출범('19.2.)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없
는 학교 추진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원 특별교부금 
147.65억원(일반계고 106.4억원, 직업계고 
41.25억원)

1:1 맞춤형 
교육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
록 초등학교에 1:1 맞
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

￭기초학력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등 대표발의)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계류
o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대비 하위법령 마련
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18.4.~7., 총6회)

1수업 2교사제 ○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 확대 추진('18
년 42교 → '19년 61교)

든든한 울타리 
학교

교사양성기관과  교직 
이수 기관의 교육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 중심으
로 개정

○ ○
￭국정과제 반영('17.7.), 2019 교육부 주요
업무 반영('19년)

학급당 학생수,  교사 1
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
￭범부처 TF 구성ㆍ운영(2017.9.~2018.4).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2018.4.30)

교장공모제  확대 ○

￭2018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시행('18.5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
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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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

교사의 수업 기획력•수
업 집중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 2018년 특별교부금, 630백만원

기간제 교사,  임용고사
를 준비하는 사범대와 
교직이수 학생에게 교직 
기회 확대

○
￭범부처 TF 구성ㆍ운영(2017.9.~2018.4)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2018.4.30)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
선

○

￭기간제교사 운영 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업
무담당자 협의회 4회 개최
 - 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시‧도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반영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및 처우개선

○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17.9.),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임금교섭 및 협약 
체결(`18.12.)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한 총액
인건비 및 보통교부금 확정교부(`19.1.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
고 쾌적한 학
교

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
의 계획 수립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완료
('18.12.28.)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 도입, 석면 제거, 내
진 보강 추진

○
￭'18년 특별교부금 6억원 지원(155동 안전
인증 추진)

분필칠판,  노후 책걸상 
및 화장실 개선

○
￭책걸상 교체(35만개), 분필칠판 교체
(16,413개), 화장실 개선(60만㎡) 완료

찜통⦁냉골 교실을 쾌적
한 환경으로 개선

○
￭ 냉난방기 교체(95천실), 이중창 교체
(17,989실) 완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
상경마⦁화상경륜⦁화상
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18.7.16 / 농림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18.12.3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18.5.8.) 

대입제도 단순
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
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19.3
￭예산 : 559억원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
전형 대폭 개선

○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19.3.) 발표 등/예산 : 559억원

대학입시  부정⦁비리 
감시 강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상임위 
상정('19.3월 현재)

대학입시⦁학사비리  연
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

￭ ‘입시‧학사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대학 재
정지원사업의 수혜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개
정 완료('18.7.)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강화

○ ￭대입전형지원사업 운영계획('19.1)

대학입시  전형 수 축소  
및 대입전형 명칭의 표
준화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19.3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
로 추진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발
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수능절대평가' 등
은 향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검
토 예정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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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준 폐지 검토

예측 가능한  대학입시
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조승래, 
나경원 발의) 상임위 상정('19.3월 현재)

고졸희망시대 

특성화고  3년 재학연
한 폐지 및 학점제를 도
입해 학교안과 학교밖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
￭ 고교 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17.11.)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18.7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
하기 위해 특성화-전문
대의 연계 강화

○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속 추진

특성화고  학점제를 통
해 일반고 학생들도 특
성화고 전학이 용이하도
록 유연화

○
￭고교 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
획('17.11.)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18.7.)

先교육훈련경험인정제 
추진

○

￭선교육훈련경험인정제 가이드 마련(18.12)/
○ 예산: 15백만원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6호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
선 채용

○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
기관 경영지표 개선('18.1월)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인원 확대('18.4월, 
인사처 협의)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월)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기업
에 인센티브 부여

○
￭고졸 채용 기업 세액공제 혜택 홍보 추진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월)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 
입대시 특기병으로 갈 
수 있는 조치 마련

○
￭ 군 특기병 신청시 가산점 상향 조정('19.1
월)

고졸기능기술인재 국비
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를 위한 규정 
개선 완료('18.4월)
*재직요건 : 5년 -> 2년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 신설('18.5월)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월)

전공 적합성이 높은 산
업체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 적합
한 경우에만 현장실습 진행

산업체 실습 현장 관리 
강화

○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선도기업
을 선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현장실
습 기업 대상 안전 점검 및 실습생 상담 실
시

노동 인권 교육 강화 ○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선도기업
을 선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현장실
습 기업 대상 안전 점검 및 실습생 상담 실
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지식정보지능사회에맞는
미래형학교환경조성 

○ ￭내용 없음

미래사회에체계적으로대
비하는직업교육강화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18.7.27.)

직업교육기관에대한국가
재정지원확대 

○ ￭내용 없음

전문대학질제고 ○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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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19년 2,908억원

K-Mooc를통해4차산업
혁명시대적합단기학위
(한국형Nano-Degree)
운영 

○

￭매치업 프로그램(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본계
획 수립('17.10.), 
   '18년 매치업 도입하여 인공지능,빅데이
터, 스마트물류 분야 발굴 및 총 12개 교육
과정 개발

교육의 계층사
다리 복원

입학·고용·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
폐

○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을 확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을 마련하고, 채
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
발전형 의무화, 기회균
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
학에 인센티브 제공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19.3.) 발표
￭예산 : 559억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
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 재직자 및 성인
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
 - ('19년)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선정 예정 (~4월)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
생들에게 지방대 의대⦁
한의과대⦁치과대⦁약학
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법령개정 중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 법안소위 계류 
중)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예산 : 44.5억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4조제3항 신설을 통해 법학전문대
학원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
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18.5.)

지방인재 및 계층선발비
율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4조제3항 신설을 통해 법학전문대
학원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
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18.5.)

로스쿨 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
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5조 개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 수립·공표 시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18.5.)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
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
한 처벌 강화

○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등 현
장실태점검 실시('1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어 시
행 중(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1
년간 본인에게 성적 공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
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급) 신⦁증설 확대

○

￭ '18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목표는 250학
급이었으나, 351학급을 신∙증설
￭ 예산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2교 설계
비 27억원을 '19년도 예산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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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단계
적 확보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
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 
개정('18. 2. 20.)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및 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18.12.)

탈북학생과 다문화학생
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
한 학력⦁심리⦁사회적
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19년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18.9월)/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습 지원 사업 추진
￭ 2019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30억/ 2019
년 12,000백만원    

대학의 체질 
강화

국립대학 간 선택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
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
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
진에 대해 지원

○

￭2018년/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
획('19.3) 
-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상생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예산 :  '18년 800억, '19년 1,504억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

○

￭2018년/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
획('19.3) 
-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상생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예산 :  '18년 800억, '19년 1,504억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 ￭ 지역 강소대학 육성 방안 수립('19.1)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
￭ 2019 교육부 업무계획 포함('19.1)
- 정책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예산 확보 
추진중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
쟁력 강화

○

￭2018년/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
획('19.3) 
-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상생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예산 :  '18년 800억, '19년 1,504억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
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
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
하여 지원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18.3.)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
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
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
적위주의 평가 실시

○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19.1.) 
￭예산 : 국고 5,688억원

교육거버넌스 
개편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의 설치

○
￭예산 : 3,118백만원
￭법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9.12)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
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
등⦁평생⦁직업교육 중
심으로 기능 재편

○

￭국정과제 반영('17.7), 교육자치 정책 로드
맵 발표(교육자치정책협의회, '17.1212) 및 
권한이양관련 정비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18~)
￭예산 : 특별교부금 900백만원('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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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
실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12.29)
 -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결정 사항에 학부
모, 학생 의견 수렴 확대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 이력제 추진

○ ￭교육정책이력제 추진계획 ('18.3.)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
파트너십 강화

○
￭ 교육정책네트워크 ('19년) 347백만원, 학
부모토크콘서트 ('19년) 800백만원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

합  계 23 58 1 8 0 90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6.6%, 부분이행 64.0%, 후퇴이행 1.1%, 미이행 8.9%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20 31 0 38 1

90개2년 차 23 58 1 8 0

(증감) +3 +27 +1 -30 -1

○ 완전이행한 공약은 23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으며, 전체 90개 공약 중 26%로 나타남.

   로스쿨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방 및 계층별 선발 비율 확대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先교육훈련경헙인정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

○ 부분이행한 공약은 58개로 이행률 64%로 나타남. 지난해와 비교해 부분이행 공약은 약 2배로 늘어

남. 정부 집권 후 2년 차로 공약이 국정과제 등 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관련 법제

도 정비 및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부분이행률이 높아짐.

○ 후퇴이행률은 1%로 나타남.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공약했으나, 일부 과목에 도입하고 향후 국가교육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미이행 공약은 8개로 9%로 나타났는데, 공약에 해당하는 정책 수립 내용이 없거나, 계획은 수립되었

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아동인권법 제정, 1수업 2교사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당 학생 수 여건 개선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2) 평가

○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완전이행률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미이행 공약이 줄고 부분이행 공약이 높

게 나타남. 온종일 돌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가시화되었으며, 고교 

학점제 추진과 고졸취업자를 위한 정책과 특수학교 지원정책의 추진으로 부분이행률이 늘어남.  

○ 수능제도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1년간 유예한 후 의견

을 수렴해 일부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중장기과제로 남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논란으로 인해 정책의 수준이 후퇴한 측면 있음.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수 확대 정책은 일부 추진 중이나, 국공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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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북핵 대응 핵심
능력 조기전력
화

국방예산 증액 및 효
율화

○
￭ 2018년 전년 대비 7% 증액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증액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

￭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 ’19년 국방예산 : ’18년 대비 8.2% 증
가 편성(46조 6,971억 원)
￭ 北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감시･
정찰･탐지･요격 능력) 적기 전력화
 * 軍정찰위성･해상초계기-Ⅱ 사업 착수,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 등
￭ 효과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사
이버안보 역량 강화
 *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으로 조직 개
편 및 사이버작전수행체계 정립

전시작전권통제
권 임기내 전환

임시 내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 추진

○
￭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
래연합군사령부 추진 등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
치를 통한 국방개혁 
2.0 추진

○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4개 분야 
42개 개혁과제 선정)
 -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32개 
과제 계획 수립 및 착수 (7.29.) 
 -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구조 10
개 과제 계획 보완‧완성(12월)
 * 작전･전투조직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개편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분석에 기초한 
전력증강계획 보완 
￭ 효율성･신뢰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국방
운영 혁신 추진
 △비전투분야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
(’19년 4,736명 증원 확정)
  △연도별 장군 정원 조정(감축 : ’18년 6
명, ’19.1.1.부 10명, ’19년 말 15명)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화(’17년 6개 실･
국장 직위, ’18년 1개 국장 직위 민간공무
원으로 대체)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로 단축

○

￭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 육군･해병대 : 21→18개월, 해군 : 23
→20개월, 공군 : 24→22개월(공군은 병역
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 ’18.10.1. 전역자부터 ’21.12.14. 전역
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

국방의 문민화 적극 
추진

○

￭ '19 군무원 3961명 채용 추진, 민간인력 
비중 10%까지 확대
￭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인
력 증원을 통해 현역을 대체

치원 확충 외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미흡한 측면 있음. 

22. 책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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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국장
급 직위를 민간인에서 다시 소장급 현역 장
성으로 임명해 군의 문민화 정책에서 퇴보
￭ 현역 군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방위산업 육성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를 통한 생산목표 30
조원 달성

○

￭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
력 제고 방안 강구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18.11월), 
절충교역 중 부품제작･수출을 30 → 80%
로 확대 추진 등
  * 방위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최초 실시
(’18.12월) 및 정례화(반기 1회) 추진

첨단무기 국내 개발 ○
￭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을 확대,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

국방 항공 유지보수운
영과 성과기반 군수 
확대로 민간 산업 활
성화

○

￭ 국방부는 2017년 군수(軍需)혁신을 통해 
전투장비 가동률과 물류속도 등을 향상시키
고, 715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함. 군
수혁신이란 군수품의 품질개선은 물론 '획
득부터 폐기'까지의 프로세스 전반에 존재
하는 비효율성에 대해 민‧관‧군이 모여 새로
운 방법을 찾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임. 특
히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으로 부품 
획득기간도 평균 73% 단축해 장비가동률
도 3%p 높였음

방위산업 경쟁제도 정
착으로 산업·국방·예산
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방위산업체 공제조
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한국형 해
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 4대 방안
을 제시(‘18.3.19.).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지
원 

○

￭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
력 제고 방안 강구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18.11월), 
절충교역 중 부품제작･수출을 30 → 80%
로 확대 추진 등
  * 방위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최초 실시
(’18.12월) 및 정례화(반기 1회) 추진

국방 R&D 지식재산권
의 민간이양으로 민·
군융합 촉진 방산 육
성

○

￭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17.10.17.)'에 참석해 문재
인 대통령은 국방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
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
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
고 수용하여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
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힘.

군 인권 보호 장병 급여 인상 ○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적립한도 상향(20→40만원), 금리 우대
(5% 이상) 
 - 병 봉급 인상('17년 대비 87.8%), 장병
내일준비적금 시행
 - 사망･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재해보상･치료여건 현실화) 
  * 공상간부 민간병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
험공단 부담금 지급(’18.2.28.) * 공상병사
는 전역 보류 후 완치 시까지 軍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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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추진(병역법 개정 중)

공무상 치료비 전액 
지원

○

￭ 인사혁신처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
적인 첯.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안을 고시함('19.3.4)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지원 확대

○

￭ ‘18년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맞
춤형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
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
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함.
￭ ‘19년부터 자기계발 등 개인적 사유로 한
달에 한번 외출을 허용

군 장병 인권보호 강
화

○

￭ 병 사적운용 근절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
 *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외출 
시범 적용 中(최적안 마련 예정)* 공관병 
제도 폐지(198명 편제 삭제), 軍 전용승용
차 운용 개선(765→345대, 420대 삭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용, 軍 사법제도 
개혁 등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
식 질 향상

○

￭ 급식 혁신 시범사업 시행
 - 주말 브런치 (연1회)
 - 병사식당 외 급식 (연1~2회)
 - 복수.자율메뉴 편성 등

여군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

￭ 여군 비중 확대 (6.2%, 11,400명)
 - 초임획득 : 1,537명
￭ 여군 비중 확대 계획
 - 6.7%(12,495명), 초임획득 : 1,832명 
계획

보훈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
적 인식 불식 최우선 추진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18)
￭ 안장시설 확충, 안장서비스 신설 등 예우 
강화: 안장시설 확충(신규 괴산호국원('17.4
월 착공), 제주국립묘소, 기존 대전현충원 
봉안묘 부분준공(4천기), 임실호국원 제2봉
안당 건립완료(12천기)),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로 품격있는 안장서비스 지원(영천, 임
실, 산청 / 각 17명),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에 대한 장례비 지원제도 신설, 독립유공자 
국내 산재묘소 유지 및 관리비 지원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 개선: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17.8월 이명질
환자 난청기준 완화, 흉터 및 당뇨병 등 등
급기준 명확하게 개정), 등록심사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청문 및 현지조사 
확대 실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
까지 예우
-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으로 급증하는 안
장수요에 적기 대응
* 대전현충원 봉안묘 1만8천기 확충(’18. 
5.),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17. 7.)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18. 7,786명) 
및 취약계층 장례지원 서비스 강화*
* (’18.)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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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535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

￭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완화(’18. 995명 지원)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확대, 개인별 맞춤
형 복지 제공(’18. 15,892명)
 * (대상확대) 독립유공자 (손)자녀 /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00%→160% 이하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서
비스 확대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60%→
90%, ’18년 연간 114만명에게 541억원 
혜택)
 - 인천보훈병원 개원(’18. 11.) 및 심리재
활서비스 신설(’18. 7.)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
동 사적지 발굴 및 보
존 강화

○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적 
인식 불식 최우선 추진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
금 제도 신설('18)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소방관 지원 확대

○

￭ ‘18년 3월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소방공
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의결함
￭ ‘17년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
정 완료
￭ ‘17년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
원 건립 추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고도화 
추진

유해 송환 및 보상금 
현실화

○ ￭ 내용 없음

합  계 3 14 0 6 1 24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2.5%, 부분이행 58.3%, 후퇴이행 25.0%, 미이행 4.2%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4 14 0 6 0

24개2년 차 3 14 0 6 1

(증감) -1 0 0 0 +1

○ 책임국방 분야 공약은 총 24개 과제로 완전이행 과제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된 결과를 보였음. 

○ 전반의 공약이 단기간 이행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부분이행 중인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음. 전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보이나 가시적으로 공약 이행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

음. 

 

2) 평가

○ 전체 부처 중 유일하게 공약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였음. 이는 저조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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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국민외교’를 통
한 국익 관철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

￭ 업무계획
 - 국민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소
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 운영('18.5.4 개
소)
 - 국민참여 시범사업 실시/국민외교 행사 
등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 노력 지속
￭ 예산(2019년) :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5.15억원)
 * 다양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해 사용/사용 예정

국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

￭ 업무계획
 - 연간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공유
 - 조약체결절차 부내예규(안) 마련 
 -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예산 : 해당 공약 관련 별도 예산 미편성
￭ 법령 : 정부출범 이후 해당공약 관련 새
로 제정된 법령 없음.

외교인력 전문화와 인
사관리의 신뢰 확보

○
￭ 업무계획
 -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 및 외교 인력 
전문성 강화 추진 등

이행률에 기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완료에서 부분이행으로 후퇴한 과제는 ‘국방의 문민화 적극 추진’으로 1년 차에는 문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섰음. 실례로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민간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였으며, 실장급 5개 

직위 모두 민간 공무원으로 채웠음. 아울러 국방부 장관도 현역이 아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있

던 송영무 장관을 임명함. 그러나 후임인 정경두 장관은 현역 합참의장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

명되었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현역 대령을 임명하며 국방의 문민화 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

였음. 국방의 문민화가 후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국방개혁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

음. 국방의 문민 통제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군의 정치 개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과거 군부

독재의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음.

○ ‘군 인권 보호’ 관련 국방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지난 19년 2월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

립하며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미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등의 정책을 펴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군 내 존재하는 인권 침해 요소들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사용, 외출 허용 등의 겉으로 보이는 정책 외에도 군의 근본적인 

인권 보호와 개혁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보훈 강화라는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보훈이라는 것은 목표치를 수치화할 수 없음.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훈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볼 때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한 양질의 보훈 

정책이 필요함.

23. 국익 우선 협력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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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관리자 확대 및 소수 직렬 등에 대
한 균형 인사 추진 등
 - 공관발령자를 포함한 직급별, 단계별 교
육 실시 및 외교관후보자, 신규 외무영사직 
교육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예산(2019년) : 직급별, 단계별 교육운영
(4억원)
￭ 법령 : 정부출범 이후 해당공약 관련 새
로 제정된 법령 없음.

협력외교 강화 
및 동북아더하
기 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를 신뢰와 협
력을 바탕으로 고차원
의 협력관계 구축

○

￭ 업무계획
-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 외교 채널을 통
해 긴밀한 고위급 협의 추진 및 정책 공조 
강화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 6회, 외교
장관회담 13회 등 
- 17.6.3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결
과문서로 포괄적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에 따라 추진중
- ① 한미 동맹 강화 ②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③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④ 여타 경제 분야에서
의 양자 협력 증진 ⑤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
야로 구성
- 한미 FTA 재개정 협정 서명(2018.9.24) 
및 발효(2019.1.1.)
 - ① 한미 동맹 강화 ②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③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④ 여타 경제 분야에서
의 양자 협력 증진 ⑤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
야로 구성
- 한미 FTA 재개정 협정 서명(2018.9.24) 
및 발효(2019.1.1.)
- 국정과제 반영/'17.6 한미정상회담시 한
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
략협의체 정례화 합의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
력동반자관계로 발전

○

￭ 업무계획 
-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실현'을 국정과제 실천과
제로 설정하여, 정상 및 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
로 인해 위축되었던 한중 양국간 교류,협력
의 완전한 복원을 실현하며,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
력을 추진

한일관계를 역사문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
력의 동시 추진

○

￭ 업무계획 
-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
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설정하여, 과거사 문제를 포함
한 양국간 현안은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
에서는 협력을 도모
-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정부간 협상으로 해
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바 
- 정부는 '15.12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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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지 않고, 
-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하여 피해자 존
엄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중
- GSOMIA 연장('17.8월 발표) /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관리 지속중 

한러관계를 전략적 협
력동반반자 관계의 실
질적 발전

○

￭ 업무계획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북방정책 이행
- 정상회담, 외교당국간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
화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유관부처, 기관과 
함께 9개 다리 행동계획 등 국빈 방러
(18.6월) 후속조치 이행
- 여건 조성시 남북러 3각협력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
체 구축

○

￭ 업무계획 
- '한일중 3국협력: 업무계획 반영(국정과제 
98-1) 
- 2018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회의 개최
(11.28.) 등 해당 과제 정상이행 중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대상 국가와의 실
질협력 증진 및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
- G20계기 한-인도 정상회담('17.7월), 문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18.7월), 제9차 한-
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18.12월), 인
도 모디총리 방한(2월)
- 문 대통령 베트남(‘18.3월) 및 싱가포르
(’18.7월) 방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18.6월) 및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방
한(’18.9월), 동남아 3개국 순방(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19.3.10-16)
-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및 준비기획단 발족('19.2월)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25-26)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11.27)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
책 충실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
￭ 예산 : 2019년 한일중 동북아협력증진 
예산 반영 정상 추진중 

보 호 무 역 주 의 
대응 
및 통상외교역
량 강화

동아시아 경제 통합 
역할 수행

○

￭ 업무계획
- 국정과제 99-1.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개
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 반영
￭ 예산 : 2019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외교통상-경제외교-지역 경제외교 강
화-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032-2000-2032-401) 편성

신흥시장 적극 개척 
및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

￭ 업무계획
- '新남방정책 구현으로, ASEAN·인도와의 
상생협력 파트너쉽 구축, 新북방정책 구현 
및 4차 산업혁명 협력 확대' 내용을 반영
- ASEAN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고도화, 
인도 인구 13억명 규모 新시장 창출 기반 
조성' 내용을 반영
- '통상 선진국가클럽(가칭)' 추진방안 검토 
및 대응 담당과 신설(2018.3.30)
￭ 예산 : '19년도 동남아∙서남아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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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내용으로 1,154백만원 배정
-'19년도 동남아∙서남아 산업통상협력 내용
으로 1,154백만원 배정
- '19년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운영 
내용으로 400백만원 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
정(2018.3.30 시행)해,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하고, 부처간 인력 
교류 및 민간 전문 인력 채용 완료        
￭ 업무계획에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
호무역 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비관
세장벽협의회 개최 및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 민관공조 강화 내용 반영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및 
공공외교 강화

책임 있는 국가로 역
할 강화

○

￭ 업무계획
 - 주요 국제회의 참석 및 국내 개최 : 뮌
헨 안보회의(2019.2월), 제40차 인권이사
회(2019.2월), 제74차 유엔총회(2019.9월) 
등
 -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의장단 진출 및 
활동 : 평화구축위원회 조직위원국, 민주주
의 운영이사국 및 집행위원국 활동 등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2019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선발(연중)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2019.6월) 등
 - '총 14개 공관 설치 수입규제 현지대응
반을 적극 활용, 설명회·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수입규
제 대응 추진' 내용을 반영하고,
 -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구축 예산 편성 
및 지원 예정
 -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대
외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입규
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및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 민관공조 강화 내용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2018.3.30 시행)해, 수입규제 등 통
상현안 및 국제 통상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하여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완료    
 - 통상외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처간 
인력 교류 및 민간에서 전문인력 채용 완료
 ￭ 예산(2019년) : 글로벌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사업(11.2억), 국제
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48억)

공공외교를 위한 통합
조정체계 구축

○

￭ 업무계획
 - 공공외교 실무위원회(상반기 2회, 하반
기 3회), 제3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2019.12월) 개최 등
 -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및 2019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이행(연중), 2019년 
전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계획 수립
(2019.1월),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
획 수립(2019.12월) 등
￭ 예산(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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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내 '통합적 공
공외교 매커니즘 운영' 사업 신규편성(96백
만원)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
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추진

○
￭ 업무계획 : 국정과제 99-3번 "청년일자
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에 반영
￭ 예산 : 2019년 112,737백만원 편성 

개발원조사업의 체계
성, 투명성, 효율성 제
고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18.11.30 이
석현 의원 대표발의)에 개발협력 분야별(유
상/무상) 전략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금년내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무상개발
협력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임
￭ 재외공관을 통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있
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와 시행기관과 협의하며 효율적 ODA 추진
을 위한 사업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이러한 ODA 관리감독체계 구축은 법
령 개정 혹은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재외동
포 지원

해외 거주 국민 보호 
체계 구축

○

￭ 업무계획 
해외안전여행 홍보 지속,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 회의 개최, 재외공관 위기대응 
도상훈련 및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 예산 : 재외국민 관련 해외 사건사고 예
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 
보호 예산 119억원('18년) 국회에서 확정, 
현재 집행 중
￭ 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
침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완료
('18)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직적 체계 강
화

○

￭ 업무계획
재외국민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19.6월 여
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정 계획
￭ 예산 : 별도 사업 예산 불요
￭ 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공포('19.1.15.)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정부출범당시 재외동포청 신설에 관한 논
의가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
기로 당정청간 합의함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 제외
￭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내 재외동
포담당관 직위 신설('18년)

합  계 4 10 0 4 0 18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2.0%, 부분이행 56.0%, 미이행 22.0%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5 7 0 6 0

18개2년 차 4 10 0 4 0

(증감) -1 +3 0 -2 0

○ 외교 공약의 이행률(완전이행+부분이행)은 72%로 이전 78%로 보다 높아진 수치를 보임. 국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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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북핵문제 해결
과 
평화 구축

단계적·포괄적 접근으
로 근원적 비핵화 추
진

○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
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도하면
서 북미정상회담 계기를 마련, 남북관계 발
전과 비핵화의 선순환 견인
 *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감소: ’17년 16건 
→ ’18년 0건
￭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군사
적 대결구도 청산 과정 개시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실시: △상호 적
대행위 중지(11.1), △GP 시범철수 완료
(12.12), △JSA 비무장화(지뢰제거 및 초
소‧화기철수, 10.27), △남북공동유해발굴
(시범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 개설, 12.7) 

시스템 구축에서 국민외교센터를 추진하고, 신남방정책 구현을 통한 신흥시장 적극 개척 등 일부 성

과를 보임. 

○ 그러나 통상 분야와 ODA 분야에서 여전히 미이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단순히 구색 맞추기 식

이 아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해외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정

책적 노력도 필요함.

2) 평가

○ 1년 평가에서 이행으로 평가되었던 ‘한일관계를 역사문제 반성과 실용적 우호 협력의 동시 추진’ 과

제는 부분이행으로 변경됨. 역사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역사문제 반성과 실용

적 우호 협력의 동시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임. 오히려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전근 비행으로 인해 무력

충돌 상황까지 내몰렸음. 일본에 귀책 사유가 큰 상황이긴 하지만 외교부의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

력도 요구됨.

○ 신남방정책 구현을 통해 베트남,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쳤음. 하지만 그 대

상을 ASEAN·인도 등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유럽·아프리카·남미 등까지 학대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상과 ODA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기업이 대내외적으로 통상압력을 받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치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 

○ 재외동포 정책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해외 주재 외교관

들의 일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24. 평화통일



- 236 -

등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

○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
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도하면
서 북미정상회담 계기를 마련, 남북관계 발
전과 비핵화의 선순환 견인
 *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감소: ’17년 16건 
→ ’18년 0건
￭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군사
적 대결구도 청산 과정 개시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실시: △상호 적
대행위 중지(11.1), △GP 시범철수 완료
(12.12), △JSA 비무장화(지뢰제거 및 초
소‧화기철수, 10.27), △남북공동유해발굴
(시범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 개설, 12.7) 
등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실행

동해권 에너지·자원벨
트 구축

○
￭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본조사와 착공
식을 진행함('18.12.26)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건설

○
￭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본조사와 착공
식을 진행함('18.12.26)

동해·DMZ환경·관광벨
트 조성

○

￭ 경 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
지로 육성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에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추진

남북한 시장 통
합과 점진적 통
일 추진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남북경협 추
진

○ ￭ 남북경협 추진 내용 없음

시장을 기초로 한 경
제 통일 추진

○ ￭ 내용 없음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한 통일 기반 구축

○

￭ 정부부처협의회 운영(수시)
￭ 남북.경협포럼 6회 개최
￭ 남북물품 반출입체계 개선시스템 구축
(18.5.3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을 통한 작은 통일 실
현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2.20)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참
여 근거규정 마련
▪탈북민 포털 운영 개시(3.9)
▪생활밀착형 정책개편 방안 마련(4.2)
  - ’17.9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권역별 세
미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화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4.2)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증설(2곳)
  - 경기 서북부지역 하나센터 개소(2.1) * 
개소식 개최(3.21)
  - 경기 중부 하나센터 개소식 개최(4.1)
▪ 취업연계 단기연수사업 추진(1~12월, 
155명 참가) 
▪ 탈북민 예비대학 개설(6개 대학, 149명 
참가)
▪ 통일문화센터 착공식 개최(4.13) 
▪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협의회 전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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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 개최(8.13)
▪ 남북청년 소통캠프 개최 (8.13~16, 제
주도) 
▪ 탈북민 정착경험 사례발표대회(11.15, 
은행회관)

남 북 기 본 협 정 
체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

○

￭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형
성을 단계별로 상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과 병행하여 각 단계별로 군비통제목표
를 ‘군사적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
로 이어지는 3단계를 설정하였음.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합의 도출

○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채널 재가동
(1.3)
▪2018남북정상회담 개최(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
표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통(4.20)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 3.29)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4회) 
▪2018 2차 남북정상회담(5.26) 개최
▪남북고위급회담(6.1) 개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6.14), 체육회담
(6.18), 적십자회담(6.22), 철도협력분과회
담(6.26) 및 통신 분야 군사실무접촉(6.25)
  - 산림협력분과회담(7.4),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7.31), 제40차 군사실무회담
(9.1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8.13) 개최
▪대북특사단 방북(9.5) 및 2018 평양 정
상회담 개최(9.18~20)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0.15) 개최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 제2차 산림협력분과회담(10.22), 제10
차 장성급군사회담(10.26),  체육분과회담
(11.2),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11.7), 통신
실무회담(11.23), 제2차 체육분과회담
(12.14) 
   * 기타 : 항공협력실무회의(11.16), 보
건의료실무회의(12.12),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12.13)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
운 틀을 마련

○
￭ 세 차례의 남북 회담과 합의를 통해 새로
운 남북관계를 위한 기반과 틀을 마련함.

국회 비준동의와 국제 
지지도 확보

○
￭ 국회 비준을 추진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진행되지 못함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
진

○

▪남북정상회담 계기 남북관계․통일 관련 의
견수렴
 - 2030 대상 공공토의(4.12, 4.17), 
FGI(3.30~4.1, 대전, 광주, 부산)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추진 여
건 조성
 - ｢대북정책 공공토의 모델 개발｣용역
(4-7월)
 -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및 시범운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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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포럼) 출범
(11.1)
▪사회적 대화, 토크콘서트를 통한 대국민 
소통 추진
 - 권역별․지역별 사회적 대화 추진(9.11 
서울, 9.15 수도권․영남․호남, 9.29 서울․충
청)
 - 남북정상회담 계기 토크콘서트(9.19)
 - 17개 시도별 사회적 대화 추진(14회, 
10.20~11.23)
 - 통일국민협약 사업 전문가 평가회의
(12.18)

북한 인권 개선
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
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개선

○

▪정책자문회의 개최 및 전문가 의견수렴(2
회)
▪북한인권기록 DB 구축 및 시스템 오픈
(1.3)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세미나 개최
(3.26)
▪북한인권정책협의회(1회) 및 북한인권증진
자문회의 개최(2회)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10.2)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3.11~16, 제네바)
▪북한인권유사입장국 회의 참석(10.4, 벨
기에)
▪북한인권 실태조사(12회)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시설점검단 파견
(6.27~29,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개보수 실시(7.9 
~8.15)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8.20~26, 금강산)
▪제7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6.28)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
요조사(5~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8.18~20)에서 면회
소 시설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문
제 해결하기로 합의 
▪제 37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지원(9.21)
▪제 49회 합동경모대회 지원(9.24)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 진행(7~12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7~12월)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ㆍ전시(’18.7 ~ 
’19.2)

국군포로·납북자는 송
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
책 마련

○

￭ 회담시 억류자 송환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예정 △북한인권 실태조사
(’18년 899명)

남북  교류 활
성화 및 접경지
역 발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

▪개성공단 174개 기업 647억원 피해 지
원(‘18년 12월말 기준)
▪남북경협기업 피해 지원(‘18년 12월말 기
준)
 - 운영·관리 경비 : 425개사 92억원 우
선 지원
 - 투자·유동자산 : 86개사 1,174억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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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
 - △북한대표단 참가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한반
도기 사용) △성화 공동봉송 등
▪다양한 분야 민간단체 대북접촉 등 허용
 - 9.21 현재, 방북 4,537명, 방남 699
명,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475건 등 
▪2018 부산 동아사아축구연맹 총회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 (’18.3월)
▪2018 세계탁구선수권 대회(4.29~5.6, 스
웨덴), 남북단일팀(4강) 구성
▪｢평양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7.3~6, 평
양)
▪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관련, 
△개폐회식 공동입장 △여자농구·조정·카누 
등 단일팀 참가 등 대회 참가 지원 
  - 여자농구·조정·카누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훈련(7.29~8.21, 충주·진천) 실
시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8.31~9.15) 북
한 참가 지원 
▪｢2018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6-13, 
자카르타) 대비 남북합동훈련 (9.3~9.6, 북
경,) 실시, 남북공동진출, 
▪｢2018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6-13, 
자카르타)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관련 남북실무협
의(9.6, 개성)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10.22~12.10)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11.21)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관련 
 -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
할 세미나 개최(11.13)
 - 통일경제특구법 통합조정안 최종 외통위 
제출(11.16)

합  계 0 9 0 11 0 20개

1) 이행률 / 부분이행 45.0%, 미이행 55.0%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0 4 0 16 0

20개2년 차 0 9 0 11 0

(증감) 0 +5 0 -5 0

○ 공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이행률 0%라는 저조한 성과를 보임. 지난해 극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되면서 20%의 부분이행에서 45%로 개선됨. 그러나 미이행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55%에 달하고 있

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만 이유를 돌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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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안전해양,예⦁
경보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
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
템 구축 추진

○  ￭ 국정과제(80-5)에 포함하여 관리 중
 ￭ 연안이상현상 모니터링(2019년 업무계
획)
 ￭ 빅데이터 기반 해양변동 예측기술개발사
업 추진을 위한 예타 대응 중('19.상)
 ￭ 연안이상현상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R&D, 15억)

연안이상 현상의 발생원
인 규명 및 재해 예측기
술 개발{R&D} 해역별 
예 · 경보  시스템 구
축

○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
템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고도화

○

￭18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 시행계획 
수립(1.29)
￭DMB 재난경보방송 권역확대(수도->전국) 
구축 사업 완료(3.9)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종합계획 확
정(5.28)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계약 및 착수
(12.21)

통합적 재난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 ￭ 국가재난조사기구 법적기반 마련 및 운영
체계 정립방안 연구용역 추진(3~8월)
￭ 국가재난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8.8)
￭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9~12월)
￭ 재해구호법 개정 관련,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 입법조사관, 수석전문위원 방문 설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
화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
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

2) 평가

○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있었음. 다만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 대다수 과제에서 추진이 미흡함. 특히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게 이행하

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

○ 공약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서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 다수 있음. ‘남북한 시장통

합과 점진적 통일 추진’과 같은 현 정부 내 제대로 시작도 어려운 공약이 일부 있음. 공약을 만들고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함. 

○ 남북경협의 경우 정부는 이행 의지를 보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

문이 생김. 당장 경협 재개가 어렵다면 향후 재개를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한 상황을 고려해 법·제

도 개선과 기업인들 방북 허가 등을 진행해야 함.

○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함. 정파별 견해차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국회 설득작업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병행했어야 함.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5.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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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1,8,11월)

재난안전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과 권한 강화

○

재난대응 지휘. 보고체
계 단일화

○

지역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민안전기본권 · 안전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
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

○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

국가재난 피해자와 가족
의 상처 치유를 위한 센
터의 설치와운영

○

￭국가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재난심
리회복지원 업무지침안 마련 실무협의(3~12
월)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체
계 강화(18.04.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확충

안전약자 맞줌형 안전복
지 제도 및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
에 취약계증 시설 설치 
제한

○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확
립

○ ￭ 정부합둥 지진방재 개선대축 수립(5월)
￭ 한반도 지하 단층,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
발 협약 체결(5월)
￭ 지진 옥외대피소 상반기 중앙점검 실시
(10,080개소)
￭ 지진안전주간 추진, 캠페인, 대피훈련, 세
미나 등 개최
￭ 부처공동 단층조사 연구개발사업 공동사업
단 지정(10.22)
￭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11.3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을 위한 지
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시설 보강 
강화

○

재난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

국가적 재난사건의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

방재  · 안전 관련 기
술개발 및 산업화

○

사고에서 국민
을 지켜 사람
이 우선인 나
라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
￭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
전 교육 및 홍보 등 예
산 확대 추진

○
￭ 관계부처 합동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2~3월, 8~9월)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보행로 설치사업 추
진(2~12월, 총 8484개소)
￭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12.12, 정부서
울청사)
￭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12.26, 서울보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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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 주변)

식품표시제  도입， ○

￭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18.03.13)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제개정 
예정. 시행령 제정공포(19.03.14) 및 시행
규칙, 고시, 예규 재개정(3월~)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
스템 구축 등 올바른 먹
거리 문화 정착

○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18.03, 
18.12), 긴급행동지침 제정 아프리카돼지열
병(18.08),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구제역
(18.12)

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
수로 안전교사화

○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18.12), 2019년 학교 안전교육 추진계획
(19.01) 예산 2019년 특별교부금 31억원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이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

￭ 어린이안전구역 인프라 확대
어린이 활동 공간에 
CCTV 확대

○

싱크홀， 포트홀 등을 
야기하는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

○

세월호 참사 
방지,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 
개선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조성(2019년 업
무계획)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출자사업 예산 
25000백만원 확보총 1000억원의 펀드 자
금을 조성하여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규건조
물 지원할 예정
￭ 해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추진
(2019년 업무계획)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예산 2400백만원 확
보
￭ 해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선박안전 및 선원관리 
통합 · 운영

○

￭ 연안선박 해양사고 종합안전대책 수립 추
진(2018년 업무계획)
￭ 여객선 운항관리자 증원 등 운항관리 업무 
수행예산 48억원 확보 및 여객선승선관리시
스템 도입 예산 10억원 확보 등
￭ 해운법 제 21조 제22조

소규모 항포구 161 개
소(기 완료 27개소) 정
비， 낙후된 기항지 특
화개발 추진

○

￭ 낙후된 소규모 어항, 포구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기 위해 어촌뉴
들300 종합계획 수립, 어촌뉴딜300사업 착
수(2019년 업무계획)
￭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관리 중
￭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1729억원 확보

축산/방역 강
화

축산방역조직및예방강화 ○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 AI 방역 
종합대책(‘17.9),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18.10.23) 마련
  -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 구제역
('18.12), AI('18.12)
  - 긴급행동지침(SOP) 제정 : 아프리카돼
지열병('18.8)
  -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 구제역
('18.3, '18.12), AI('17.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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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
속추진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상향(10%→
30) 지원(가금류 한정, '17.6월∼'18.12월)
￭ '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마
련('17.11.15) 및 시범사업 대상지역선정
('17.12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지침 개정
('18.1.31)을 통해 동물복지형 전환농가 우
선 지원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
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
축

○

￭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항생제 지정 품목 
확대
 - (‘16.8월) 20종 → (’17.11월) 25종  
→ (‘18.5월) 32종
￭ 중요 항생제에 대한 단계별 사용 제한 추
진 
 - 엔로플록삭신 산란계 사용금지(‘17.5월)
￭ 긴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AI 긴급백신 
제조용 항원뱅크  비축('18.11)
 -  AI 항원 5종 비축 (각 500만수분 X 2
회 접종분)
￭ AI 백신기술 개발 등 지속 추진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
입，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 구축

○

￭ 가축질병보험 상품 보험인가 완료('18.9월) 
및 상품판매('18.11월)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2개소 선정(청
주, 함평) 추진 : (‘18) 32억원(연구용역 2
억원),   
   ('19) 32억원(예방사업 2억원)
￭ 가축질병보험법 제정 발의(자유한국당 이
만희의원 대표발의, '18.12)

거점소독시설현대화 ○

￭ 거점 세척·소독시설 표준 설치 매뉴얼 개
발 완료('18.12월)
￭ 거점 세척·소독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개소당 586.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7) 9,728백만원, 20개소, (’18) 
11,728백만원, 20개소, ('19) 11,728백만
원, 20개소 
  * '19년 '20개소 배정 완료(경기 5, 강원 
3,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3, 경남 
2, 제주 1)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
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

￭ 국제공동연구(한·중 양국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 전파 위험요인 구명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수행(‘14
∼’18)
￭ 국제 수의역학워크숍 개최(‘17.7.18∼19)
￭ 동아시아지역(한국·중국·일본) 구제역
(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18.6.21~22, 서울, 한국정
부 주최)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아시아 지역 
회의 및 제2차 ASEAN+3 역학그룹회의 참
석
    (’18.2.5 ~7, 태국 방콕, 태국정부 주
최, FAO 후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시아 지역(한국·
중국·일본 포함) 상임 전문가 그룹(SGE : 
Standing
   Group of Experts) 구축 관련 국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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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19.3.7, OIE, FAO 주관)
 - 1차 대면회의 개최('19.4.10, 베이징, 중
국정부 주최, 한국·중국·일본 참석)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엔식량농업기
구(FAO) 후원

양계 GP센터(집하) 설
립 지원 추진

○

￭ ‘18년 계란 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 ('18년)1,800백만원, ('19년) 8,640
백만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7.10.25)을 통한 
식용란선별포장업(GP) 신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18.4.25) 
: 가정용계란의 GP유통 의무화 시행
('19.4.25~)

감염병 전문병
원 설립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
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

￭ 2023년까지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 등 감염병 진료시설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연계한 신종감염병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예정
￭ 중앙의료원, 호남권 조선대병원 선정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
응센터 신설

○
￭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
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 ￭계획없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
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
￭ 3~6월 노후 석탄발전기 4기 가동 중지 
예정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 3~6월 노후 석탄발전기 4기 가동 중지 
예정
￭ 노후 석탄발전기 폐기 중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
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
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
화

○

￭￭ 업무계획: 석탄발전소(39기)의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
(18.06)
￭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9.01.01부터 기준 적용)

석탄화력발전소의신규건
설전면중단및공정률10%
미만원점재검토  

○ ￭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없음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 업무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17.9), 2018, 2019년 환경부 업무계획 반
영(추진 중)
￭ 18년 전기차 31,094대, 수소차 723대 
보급,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누적 
1,699대)
￭ 예산: 18년 4,774억원, 19년 6,823억원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 강화, 총량
관리 대상시설은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비
용 지원

○

￭ 업무계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미
세먼지 유발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18.06),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
과금 신설(18.12), 중소사업장 굴뚝자동측정
기 등 설치 운영비 지원(추진 중)
￭ 법률: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8.06.28), 질소산화
물 대기배출부과금 신설을 위한 대기보전법 
하위법령 재정, 공포(18.12.13)
￭ 예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18년 11억원, 19년 12억원

도로먼지 제거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 업무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2019년 환경부 업무계획 반영, 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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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먼지 청소차 431대 보급 
￭ 18년 164억원, 19년 216억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1 권고 및 주요선진
국 수준 강화

○

￭ 업무계획: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18.03) 
및 미세먼지 경보기준 강화(18.07)
￭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18.03.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8.07.01)

산업단지， 화력발전
소， 공항, 항만 등 미
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으로 설정

○

￭ 업무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17.09), 수도권 외의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추진
-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 마련, 
대기관리권역 확대(안) 마련 (~19)
￭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정 공포(19.04.02)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 측
정기는 어린이집, 유치
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우선 설치

○

￭ 업무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대기오염측정망 확층(추진 중)
￭ 18년까지 379개 측정망 구축, 19년에는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50개소를 확충하여 
19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도시 대기측정말 
설치 완료 예정 
￭ 예산: 16년 26억원, 19년 49억원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아이들을 위한 별
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완료
(18.12.28.)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행(19.01~) 예산 18조 9000억원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
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
스  마련

○ ￭ 관련 내용 없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 
분산된 부처 간의 협
력，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  간의 협력 강화

○

￭ 반기문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미세먼
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출범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줄량의 획기적인 감축
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
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
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
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

￭한‧중정상회의의제로미세먼지문제논의(종전
장관회의의제)
￭한‧중정상회담계기로미세먼지협력방안직접적
논의
￭한·중양국간미세먼지협력의지공동선언추진
(´18∼´19)

주요 배출원별 저감대책
과 기술 공유

○

￭중국지역대상공동연구및기술이전협력사업강
화
￭국내영향이큰중국지역(화북지역·산동성등)대
기질공동조사·연구*「청천(晴天)프로젝트」추진
(´17.5월∼´20)

유해물질 사용
의 적극적 차

 「살생물제 관리법」 제
정

○
￭업무계획: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
에관한법률  제정('18.3.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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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이행완료)
   * 살생물제품의 시장 출시 전 유해성과 
용도를 사전에   검증(사전승인)하여 안전한 
경우에 승인받은 용도로만 판매·사용 허용
￭법률: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
한법률    제정('18.3.20.), 시행( '19.1.1.)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조직 보강

○ 　 　 　

￭업무계획:화학물질위해성평가등안전관리를위
한연구인력증원('19.2월,국립환경과학원16명
반영)(이행완료)
￭법률: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시행('19.
2.26),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
시행('18.2.26)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3
배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

￭업무계획:과징금부과액강화(매출액대비일정
비율로과징금부과)등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
처벌에관한법률개정추진(~'19)(추진중)
￭법률: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환노위법안소위검토중('18.9.10,'18.1
1.27)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
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업무계획:유해화학물질이외에도발암성,돌연
변이성,생식독성물질에대하여는해당물질구매
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토록하고,건강환경상유
해성이있다고분류되는물질은사전에환경부장
관의승인을받은후에영업비밀로정보를제공하
지아니할수있도록관련  법령 개정(이행완료)
'￭법률: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
칙개정('18.12.28)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

￭업무계획:대통령께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의
면담에서정부의피해예방미흡과소극적
   대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17.8.8), 
정부예산을   출연하여 피해구제 재원 
확대(이행 완료)
'￭예산:특별구제계정에정부출연금100억반영('
19)
'￭법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정('17.2)및하위법령제정·시행('17.8)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18.8.14 개정, '19.2.15 시행)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
을 폐기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10.24)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신고리5,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탈원전)로드맵"심의,의결('17.10.24,국무회의
)
 -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18.6.15,한수원이사
회)
￭고리1호기폐쇄계획발표

신고리 5， 6호기의 곰
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권고내용및정부
방침(안)"심의,의결('17.10.24,국무회의)
 -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 　 　 　 　
￭"신고리5,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로드맵" 심의,   의결('17.10.24,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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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의무공급비율 
목표상향조정，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

　 ○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완료, 
19년도 의무공급량 공고 완료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
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
행

　 　 ○ 　 　
￭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전기요금지원확대를위
한발주법시행령개정('17.12지방자치단체조례
에따라지원하도록시행령개정)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대표
성，독립성 강화

　 　 　 ○ 　

￭＜2019년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현재추진
중＞
∎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를위해현행원자력
진흥위원장인국무총리소속기관에서대통령직
속기관으로변경추진
∎ 향후원자력안전과관련한중요한의사결정에
대해사회적합의및국민신뢰가확보될수있도록
원안위위원구성방식개선추진
∎ 원자력‧환경·보건‧지진등관련분야인사를고
르게위촉함으로써위원구성의다양성·대표성확
보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원회 상정(’18.11월)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운영 - 수명연장 및 방
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 등 주
요 의결 사항  의결 요
건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을(2018.7) 
국회 제출(상임위계류중)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
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
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관장임명권을원안위
원장에서대통령으로상향조정하는등규제전문
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독립성
강화추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18.7월)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
적 기구화

　 　 　 ○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제정
등을통해현행원자력안전협의회를법정기구화
추진
  ※ 국회 발의(‘18.10월), 과학기술방송통
신위원회   상정(’18.11월)

합  계 18 41 3 13 1 76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23.7%, 부분이행 53.9%, 후퇴이행 3.9%, 미이행 17.1%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8 43 3 21 1

76개2년 차 18 41 3 13 1

(증감) +10 -2 0 -8 0

○ 재해재난 이행 공약은 완전이행 23.7%(18건), 부분이행 53.9%(41건), 후퇴이행 3.9%(3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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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민생치안 역
량 대폭 강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
동체 치안을 통한 예방
치안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

　 　 　 ○

￭ 17년 10월부터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전국 시행 중. 19년 범죄예방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16억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예산 5억 원 등. '18. 12 월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19년 
7월 시행)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
적 통제 강화

○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및 경찰개혁과제(’17.11. 
경찰개혁위 권고)로｢경찰위원회실질화｣선정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개정(’18.7.3.),
위원회심의･의결사항 범위를 
확 대 ･ 구 체 화 하 고 ‘ 보 고 요 구 권 ’ 
및‘보고의무’(경찰공무원) 신설
￭ ｢ 경찰 법 일 부개 정 안 ｣ ( ’ 1 8 . 3 . 2 6 . 발 의 , 
진선미의원) 등 경찰위원회실 질화 관련 
법률 3건 발의･국회 계류 중이며,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사무실 
외부이전▵수당 현실화▵안건심의 보좌 
인력 증원 등 운영지원확대요구제기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
를 위한 민생치안 정책 
수립

　 ○ 　 　

￭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하달('18.3.13)
￭ '19년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예산 
134억 집행(예정)

과학기술과 치안 R&D를 
활용한 치안환경 조성으

　 ○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의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17.1%(13건)

○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및 월성1호기 폐쇄 공약, 유해물질 알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애초 

공약에서 후퇴한 방향으로 이행됨

○ 완전이행은 원전재검토, 미세먼지 저감, 유해물질 차단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낙후한 여객선방지,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등은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남

○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도입 공약은 미이행. 원전재검

토 이외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약들은 모두 미이행

2) 평가

○ 원전재검토, 미세먼지 저감, 유해물질 차단 등의 공약 이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축산방역 강화, 감염병원 설립 등은 모두 부분이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

과는 부분이행되었으나 예방에 미흡하고 소극적 대응에 그쳤음 

○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낙후한 여객선 개선,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등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은 크게 진전이 없어 보임  

26. 생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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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형 ‘스마트 폴리
스’모델  개발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등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을 구축 예정. 폴리스 랩 
사업은 그간 관심이 저조했던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현장(국민,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기간(3년) 내에 
연구와 실증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사실 조사를 지원 ‘공인
탐정제도’도입 추진

　 　 　 ○
￭ 공인탐정제도  입법화를 위한 국회방문 
설명, 유관부처 등 협의 지속 추진
￭ 대국민 홍보,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진행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인력 신규 
충원 확대

○

￭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17년부
터 18년까지 3,977명을 충원하고 19년에는 
4,582명(의경대체 3,080명) 증원 예정, 20
년 부터 22년까지 잔여 1.1만명(의경대체 
4,693명) 충원 추진 예정

경찰 근속승진 확대, 직
장협의회 설치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 　 ￭ 직장협의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 제
고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
로 독립

○ 　 　 　
￭  정부조직법(제34조제7항) 개정으로 
소방청 출범(‘17.7.26.)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 　 　 　

￭<인력충원>
∎ 
업무계획:부족소방인력충원('17년하반기1,50
0명,'18년3,404명충원완료 및 '19년 
3915명 충원예정)
∎ 예산분야:  각 지자체별 예산 
집행사항(기준인건비 확보하여 시행 중)

근속승진 확대 ○ 　 　 　

￭<근속승진>(완료)
∎ 
법령분야:소방공무원법개정.시행('17.9.19공
포.시행)
  - 소방사 -> 소방경 까지 총 5년 단축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 　

￭<직장협의회>
∎ 
법령분야: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
률국회계류중

심리건강관리센터(트라우
마 센터), 소방전문병원 
설립 

　 　 　 ○ 　

∎ 
(업무계획)2019년도소방청주요업무계획에반
영
  -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통과) : 
’19년 상반기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총사업비 확보 
: ’19년 11월
∎ (예산) 총사업비 1,407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가능
 - '19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총사업비 및 '20년도 예산 확보 
추진
∎ (법령)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정안 5건 국회 행안위 계류중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
는 선제적 화재예방으로 

　 ○ 　
￭<2019업무계획>
∎ 화재안전종합대책및특별조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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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

    - 화재안전관리 실태 및 소방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종합대책 수립
∎ 인명안전기준개발및자체점검제도개선
    - 사람중심의 소방시설기준 개선 및 무
선통신방식 도입 등 화재안전기준 개정
<2019예산>
∎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391백만원
<법령>
∎ 건축물화재안전성강화를위해,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등소관법령 개정 검토(계획 
수립) 중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
급망을 구축하여 119 응
급구조서비스 선진화

　 ○ 　 　

<119응급구조서비스선진화>
∎ 농어촌지역응급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구급기반구축으로 119구급서
비스 접근성 강화
∎ 119구급사각지대해소(19년) (119구급차 
보강) 농어촌 지역대 119구급차 23대 배치
를 위한 예산 확정 및 교부
 * 국고보조 50% : 지방비 50%
∎ 소방헬기교체·보강추진
 - 노후헬기 교체 : '18년말 기준 20년 경
과 헬기(10인승   이하) 8대 교체 추진중
※ 교체순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광주   →인천 →부산
※ 부산('18.4월 도입완료), 서울('18년12월  
 도입완료),대구('20.4월 도입예정)
  - 신규헬기 보강 : 중앙119구조본부 호
남, 충청강원대 각   1대(대형2) 보강 추진
중('20.2월 도입예정)

해양주권 수
호 역량 강화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 　 　

￭해양경찰청독립('17.7.26.)정부조직법개정,
해양수산부외청으로독립,해양경찰청과그소속
기관직제및시행규칙제정,
￭「정부조직법개정」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수부
외청독립('17.7.26.)
￭청사이전예비비:115억배정/104억1백만원집
행/10억9백만원반납

해경 현장인력 증원 추
진

○ 　 　 　

￭탄탄한해경을만들기위한조직체계개선('18년
업무계획)
￭해경현장인력증원에따라연도별예산증액배정
('17년-634,794백만원,'18년-704,318백만
원,'19년-790,431백만원)
￭ 「 해 양 경 찰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 개 정
('19.02.26.)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
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

○ 　 　

￭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19.5)
∎  독도 및 주변해역 조사를 통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독도 
탐방(사회배려층, 국내 외국인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19, 2억원)
 ∎  
｢제2차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29)｣을수
립(’19.下)하고,무인도서종합실태조사(’18∼’
27,2,878개도서)추진
 ∎  영해기점의 영구시설물* 설치(’19, 
4개소)를 통한 최대 해양관할권 확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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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중국  불법조
업 대응 강화

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
법어업 공동대응 능력 
강화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
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한중불법어업공동
단속시스템전용위성망구축사업등'협상에의한
계약'이전체금액의8.2%인124억원물품입찰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2019년업무계획)

어업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 　

￭지속가능한자원관리제도정착(2019년업무보
고)
￭지도선건조('19년20,355백만원),해상드론도
입('19년453백만원)
￭해양관측위성(천리안2호)개발(관계기관합동)
  * 및 장기해수면 변동, 연안이상 현상 모
니터링 등을 위한 국가광역감시망 구축 추
진('15~'22)

합법적 입어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 부
착 추진

　 ○ 　 　

￭한중불법어업IUU공동단속시스템구축15억원
('19)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2019년업무계획)
-전자허가증시스템개발을위해과기부가참여하
는다부처협력사업시스템개발완료('15.6-'18.
12)
 - 중국어선 전자어업허가증 부착 관련, 
'19년부터 한중 협의 추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 관계를 통
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제11차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가한·중양국외
교부(심의관·부국장급)및어업관련부처담당관
이참석한가운데2018년11월27일(화)강릉에
서개최되었음.
∎ 
양국은동회의에서△2018년서해조업질서현황
을점검하고최근중국어선불법조업문제의개선
현황을평가하는한편,△중국어선불법조업근절
을위한필요조치를협의하고,△어업관련한ㆍ중
양국간합의사항이행및미래지향적협력사업추
진등에관하여논의함.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2019년업무계획)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실무회의,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이 
협력

깨끗한 수산
물 공급체계 
구축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강
화

○

￭수산물약품등안전성검사강화(2018년업무계
획)
￭ 지자체 분석장비 확충(6개소 추가/60억원)
으로 안전성 검사율 제고
￭ 안전성 검사를 확대(16,354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부적합(480건)에 대해서
는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유통사전차단
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에 기여

원산지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인력 
확충. 수산물 클린 인증 
제도 도입  추진(최종 소
매단계의 위생-안정 보
증)

○

￭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충('19년 17명 
확보)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확대 
방안 마련('18.12)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확대 
관련 원산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9.4)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확대 
관련 원산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19.하)

대중성 어종 및 유통경
로 불투명 어종에 대해

○
￭ 수산물이력제 확대(2018년 업무계획)
￭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22억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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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산물 이력제 의무
화

바이오 플락, 순환여과 
등 자연재해 영향을 받
지 않고 연중 양식이 가
능한 양식장 조성

○

￭ 스마트 양식시스템 개발 및 확산(2018년 
업무계획)
￭ 스마트폰, Io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친
환경 양식기술의 민간보급을 위해 공모 지
원사업 추진('19, 102억원)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및 기존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

￭ 수산물 유통혁신로드맵 마련('18.6)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3개소 사업자 공
모 및 선정('18.3)
￭ 자갈치시장 현대화 지원('14~'19년 총사업
비 92억원)
￭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 구축 추
진(~'20)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추진
(~'22, 총사업비 1,729억원)
￭ 서남권수산종합단지 건립 추진(~'20, 총사
업비 321억원)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개소 사업자 공
모 및 선정 추진('19.5)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운송수단(냉장⸱냉동
탑차 등 지원)

○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마련
('18.11)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운송수산 지원 
계획 마련('18.11)
￭ 냉장냉동차량 지원사업 예산반영 추진
('19.4.~)

지역사회 아
동보호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
자들의 학대(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에서 24개 군으로 확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
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
우 시설장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가정 방문하여 확인하도
록 제도화

○

￭  위기아동 조기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월 예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18)
* △ 장기결석,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여부, △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 충족시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 자동 통지
* ‘18.3월 개통후 12월까지 약 5.5만명의 
위기예측아동 가정방문 후 복지서비스 연계 
2,333명

아동학대 발생 시 조사 
및 문제해결 지원

○

￭ 초기상담 지자체 일원화, 원가정 복귀 계
획
수립․사례관리 의무화 등 아동보호체계를 지
자체 중심으로 개편(‘19.하~’22)
(7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학대 및 입양 
등 아동권리 보호 강화)
- 사업별로 분산된 아동관련 전산시스템 통
합, 개인별 맞춤형 이력관리 강화

아동학대 개입  전담기
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대 및 공공성 강
화

○

￭ 초기상담 지자체 일원화, 원가정 복귀 계
획
수립․사례관리 의무화 등 아동보호체계를 지
자체 중심으로 개편(‘19.하~’22)
(7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학대 및 입양 
등 아동권리 보호 강화)

피해아동이 충분한 기간 ○ ￭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쉼터(7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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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
동 쉼터 및 전문 치료 
인력 확충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고, 재정 지원기반 강
화(범피기금→ 일반회계 이관 검토)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실시

안전하고 건
강한 먹거리

GMO표시제강화 ○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사
회적 협의회 운영('18.12~)
-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
('18.12.12)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
회적 합의 추진
- 19년 예산 : 100백만원

식품 표시제도 강화 ○

￭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18.3.13)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제개정 예
정
- 시행령 제정공포('19.3.14) 및 시행규칙, 
고시, 예규 제개정(3월~)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 통합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
전인증 의무화: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 검사 통
과제품만 소매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
료 등으로만 사용

○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등 지원, GAP인
증 지속 확대 : (‘16) 75천농가 → (‘17) 
86 → ('18) 87 
￭ '18년도 GAP 확대계획 수립('18.2월)
￭ GAP 생산기반 안전성 확보 및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토양(59,986 필지)∙용수 
(52,031필지) 분석∙GAP시설 40개소 위생
설비 보완('18)
￭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19.1, 식약처)에 
대비, 농업인, 농약판매상(약 30만명)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 실시(연중)
￭ GAP 소비확대 및 판로확보 추진('17~18) 
 - GAP 판로확보 위한 대형마트 판촉전
(‘17.7월) 및 대형유통업체 MOU(롯데마트, 
'18.5월)
 - GAP 전문강사 육성('18, 80명), 소비자 
GAP 전문가 교육('18, 120명)  
 - 영양사 대상 학습조직(동아리) 운영(290
명) 및 학교급식 관계자 팸투어(392명) 
 - 어린이집 12천개소 GAP 과일간식(72톤) 
공급('18) 및  KTX∙라디오∙SNS 홍보 등 
추진 
￭ 축산물 HACCP 의무화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 축산농장 HACCP 의무화 경제성 분석
(‘17.12.7~’18.5.6)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
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
대

○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추진 중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 ￭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추진 중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
푸드, 전통식품의 홍보 
확산

○
￭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중
소농의 소득향상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개소수) : (‘16) 
148개소 → (’17) 188 → ('18) 229
 - 직거래장터 지원(평균 매출액) : (‘16)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
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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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푸드스탬프)도입 819백만원, (’17) 843, ('18) 978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거래액) : (‘17) 
29,789백만원, ('18) 29,780
￭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한 중소농의 판
로강화(‘17~'18, 91개소)
￭ 농식품바우처 제도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
한 연구용역 추진(‘17.9~'18.2) 및 실증연구 
실시
  ('18.6~'19.3, 국비 5억원, 춘천, 완주)
￭ 대상별 맞춤형 '건전한 식생활' 교육 추진
(연중)
 - ('17) 어린이집(200개원), 도시민 문화센
터(54개소), 경로당(564개소) 등
 - ('18) 어린이집(200개원), 경로당(900여
개소) 등 
￭ 기능성식품육성방안(‘17.2월) 및 제2차 외
식산업진흥기본계획(‘17.3월) 수립
￭ 전통주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17.7월), 
평창올림픽 內 K-Food Plaza 운영 등으로 
한식 및 전통식품 홍보(’18.2~3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

￭ 생협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직거래 
구매자금 융자지원(연중) 
 - ('17) 24개소, 130억원, ('18) 20개소, 
125억원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

￭ 현재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 경매 추
진 중이며,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일반농산
물과 분리경매 가능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17년 
1개소, '18년 3개소) 및 친환경 종합물류센
터(2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 수요 창출

인체위해물질
과 제품에 대
한 통합 관리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

○

￭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
률 제정 추진 중
 - '18.1.31.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 주요내용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위해성평가 실시, 사용금지조치 및 안전기준 
설정, 사업자의 위해예방 관리조치 의무 등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19.4 예정)
￭ 인체적용제품·물질 독성시험·위해성통합평
가 기본계획 수립('18.6) 및 독성시험·위해
성 평가 수행 중
   - 독성시험 및 독성정보 : '18년 독성시
험 20건, 독성정보 DB 600건 완료(1,250
백만원), 19년 독성시험 30건, 독성정보 
DB 600건 진행 중(1,740백만원)
   - 위해성평가 : '18년~'21년 57종 진행 
중(6,050백만원)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
률 제정 추진 중
- '18.1.31.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 주요내용 : 소비자 건강피해 조사 실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해성 확인   시 
회수·폐기 및 관계부처 공동 위해성관리 등
￭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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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18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
획(ISP) 수립(116백만원)
 - '19년 유해물질 및 독성정보 연계사업 
예정(162백만원)

주요 재난으
로부터 안전
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내진설계⸱건축공공지원, 
홍수용 저수⸱산림육성, 
가뭄용 연결수로 확충, 
싱크홀 방지

○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지진안전 19년 3월부터 시설물 인증제 시
행 예정

loT 기술 기반 지능형 
건물⸱시설물 모니터링 대
응체계 마련

○

￭ lot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등 알앤디 기술
성평가 및 예타통과(18.01)
￭  lot기반 건설인프라 연구 개발사업 준공
(19.06)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준공
￭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
획 고시

4대 교통사고 줄이기 ○
￭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터널 내 차
로변경 단속시스템 확대 등

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
(지하안전 등)등 대응 프
로그램 구축

○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개
축, 성능개선등을 실시(3,360억원)
￭승강기정원기준을 1명당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개정·발령
￭이용자, 안전약자등 사람중심의 화재안전기
준 및 제도마련, 화재안전특별조사실시(7
월~), DB구축, 화재안전정책수립과 대국민
정보공개, 소방의현장 대응에 활용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20m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등

방사능, 미세먼지 등 주
요 위해요인 실시간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업무계획: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 등 이행
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추진
￭ 예산: 20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45억원
￭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7

합  계 6 35 0 8 0 49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2.2%, 부분이행 71.4%, 미이행 16.3%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6 23 1 19 0

49개2년 차 6 35 0 8 0

(증감) 0 +12 -1 -11 0

○ 생활안전 공약은 완전이행 12.5%(6건), 부분이행 66.7%(32건), 미이행 20.8%(10건)임

○ 완전이행된 공약이 집권 1년 차와 같고, 미이행도 2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공약이행이 미진함

○ 미이행 공약은 GMO 표시제 강화, 경찰 인력 신규충원 확대 등 먹거리 안전과 민생치안 강화 분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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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성평등사회 실
현 

성평등위원회 설치 ○
￭성평등위원회출범준비태스크포스(TF)출범 
이후 진척 없음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
인력 별도 배치

○

￭성평등정책 조정·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양
성평등위원회 내실화 및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단계적 추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
고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이행점검
  - 분야별 확대 목표 달성 여부, 차별요소 
제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추진내용 점검, 
부진기관 개선 권고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
￭국․과장급 포함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사회복지사,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성평등 
과목 포함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습기자(105명)․방심위 모니터 요
원(458명) 교육, 성차별 언어 개선 추진으
로 매체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 * 차별․비
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17) 1,166건 
→ (’18.10월) 2,186건 
￭교과서의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진로교육위
한교원 연수(4,638명) 및 전문상담교사 직
무연수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 포함 등 교육
과정의 성평등 제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
운영된다.

2) 평가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청원까지 추진된 GMO표시제 강화는 정부가 ‘사회적 협의회를 구성’

했지만, 이해관계자 중심이라 크게 진전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운 구조

○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관련 공약은 아동학대방지 등을 위한 공약들이 부분이행 중이며 완전

이행 공약은 부재

○ 중앙소방본부의 소방청으로 독립,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충원의 공약이 완전이행되어 비교적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강원 속초 산불 참사 이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

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포항지진 이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강화 공약 등은 부분이행 중. 오히려 현재 국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강화가 더 절실. 최근 고시원 화재 등 노후한 고시원 등에 대

한 안전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도 필요 

27. 성평등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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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생활
의 균형 실현

단시간근로자，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
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
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법 통과 
￭「고용보험제도개선 TF(노사단체·전문가등 
참여, ‘17.9~12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
재보험 등 적용은 실시, 고용보험 확대 노
력
￭ 2018년 7월 31일 (화) 고용노동부는 고
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
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하고 의결함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 생활 균
형 및 돌봄권 보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법안 마련 연구용역
(9~12월) 임산부에 대해선 이미 도입
(2014년), 질병 등의 경우로 확대 법안 여
당의원 발의(한정애 등)

성별임금격차 
OECD 수준 
달성

성평등임금공시제 ○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등 임금분포) 도입시 남녀 간 임금
정보 포함(성평등 임금공시제) (국정과제: 
‘18년 연구 후 도입방안 마련, ’20년 시행 
추진) 

OECD  최하위，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 및 
지도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유사업무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및 지도 강화
￭ AA 부진사업장에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의무 부과
￭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확립
-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과 연계, 생활밀착형 정책 등 대상 성별영
향평가 실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
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 개정하여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3→5%) 추진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
행 개선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대상 블라인드 채용 
도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민간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마련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18년 새일센터 
15개소 →’19년 30개소 이상)를 통해 재직
여성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기업 내 직장문
화개선 컨설팅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보육료 현실화， 보조교
사 및 대체교사 확대

○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반영 추진 등 다각
적 조치 병행
￭"보조(1.5만명) 대체 교사(700명) 추가 지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 6천명
↑), 보육료 단가 인상 등을 통한 보육서비
스 품질 향상"

아동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 체
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조(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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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체 교사(700명)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이용자 
세액공제

○ ￭계획 없음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
 (’18년) 97 → (’19년 안) 110억 원 (13
억 원, 13.2%)"

공공시설과 영유아 동반 
이용 시설의 화장실 및 
수유실 개선 

○ ￭계획 없음

젠더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
칭)" 제정 추진 및 국가
행동계획 수립

○

￭여성폭력방지법 발의되어 논의함. 하지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함.
￭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의무조항인 ‘해야 한
다’에서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로, 심지어 
여성폭력 예방교육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버렸음. 
￭전 지구적 성착취 시대, 불법촬영물의 피
해자와 피해자가 박제되는 서버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국제협력이라는 젠더폭력/
여성폭력의 방지 혹은 근절에 대한 기본적
인 전략 조항마저 삭제함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
문제 정책 방향 전환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상
담･보호･의료 및 무료법률 등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
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
립지원금* 을 지원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

￭"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
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
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
지 않기로 함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대책의 획기적 전환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 여성 구조지원 및 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7개소) 운
영지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보급 및 맞춤형 교육 실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 데
이트폭력 처벌 강화

○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실시(8.13.~11.20.),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구속 136)
￭"음란물 추적시스템 개발(10. 2),사이버성
폭력 수사팀 신설(3. 6),디지털성범죄 피해
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카메라이용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강
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  · 
성매매 · 성교육 및 성
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
육) 내실화

○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저조기관 및 
교육실적 부진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현
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400~500개 기관, 
여가부)
￭일반국민(5,150회), 아동․청소년(2,270천
명) 등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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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운영
(여가부)
￭대학 교양과목에 양성평등 교육과정·특강 
개설 요청 및 대학정보공 시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폭력예방교육 강화 유도(교육부)

여성의 건강권 
보장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
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
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여가부, 각 부처)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
터링 이행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
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한다. (복지부)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병
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
원 확대

○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분만산부인과(18
개소→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 개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449 → 
777억원(328억원, 73.1%)
￭중앙(연구·교육·지원)-권역(고위험 산모 치
료)-지역모자의료센터(중위험 산모 치료)-
출산연계지원센터(일반 산모)로 이어지는 전
달체계 구축 계획

성폭력 피해자 중 임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
치 재정비

○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및 응급
키트 등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18
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완료(18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
원(19년~)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
어 가이드라인 마련

○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미디어 외모․성형 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18년) 및 성차별적 언어 사용 안내 등의 
내용과 좋은 방송 사례를 추가 보완한 개정
판을 제작(12월)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
정판 보급 및 홍보

일본군 '위안
부' 문제, 정
의롭게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
예 회복

○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하여 피해자․관련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10억엔 처리 방안 마련 
및 화해․
치유재단해산 절차를 포함한 구체 정책 추
진
￭10억엔 예비비 편성(7.24.) 및 화해치유재
단 해산방침 발표(11.21.
￭10억엔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일본과의 협



- 260 -

의 진행"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확
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월지원금140.4만원(5%↑), 간병비월평균
136만원(21.4%↑), 건강치료비월평균81.9
만원(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 故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일(8월 14일)
을 기림일 지정 및 조성
물 보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기념
행사 개최(8.14.)

역사적 자료수집 ·보존·
관리 및 조사·연구 체계
적 수행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 집적 분석 아카이
브화, 맞춤형 교육 홍보 강화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활성화

합  계 3 25 0 4 0 32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9.4%, 부분이행 78.1%, 미이행 12.5%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3 20 0 9 0

32개2년 차 3 25 0 4 0

(증감) 0 +5 0 -5 0

○ 대부분의 공약이 부분이행 이상의 이행율을 보임.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아이 돌보미 사업 이용

자 세액 공제 등의 공약은 미이행 중임. 

○ 작년과 비교하여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성폭력 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하여 피해자 무고죄 수사 금지 등은 부분이행으로 변화하였음. 또한, 위안부 문제 해

결을 위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은 부분적으로 이행하였음.

 

2) 평가

○ 공약의 부분이행은 높으나 대부분 극단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공약만 나열되어 

있어 높음.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미흡함. 

○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음. 성평등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백래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성평등 문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의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강간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

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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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탈원전 정책으
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
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
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10.24)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심의,의결('17.10.24,국무회
의)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 　 　 　
￭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18.6.15,한수원이
사회)
￭고리1호기폐쇄계획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
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
향조정

　 　 　 ○ 　

￭＜2019년업무계획에반영하여현재추진중＞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를위해현행원자력진
흥위원장인국무총리소속기관에서대통령직속
기관으로변경추진

￭향후원자력안전과관련한중요한의사결정에대
해사회적합의및국민신뢰가확보될수있도록원
안위위원구성방식개선추진

￭원자력‧환경·보건‧지진등관련분야인사를고르
게위촉함으로써위원구성의다양성·대표성확
보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개정(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정(’18.11월)

￭경주지진원인단층에대한정밀조사결과를토대
로최대잠재지진재산정및원전내진설계기준재
평가추진

※단층정밀조사 R&D(~'21년), 내진설계기
준 상향 필요성 검토('22년)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
대로 이행

○
￭"신고리5,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로드맵" 심의, 의결('17.10.24, 국무회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
책 전면 재검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운영('18.5월~11월)

재생에너지 비
율을 2030년
까지
20%로 높이
고 이 분야에
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
다.

소규모 신 · 재생 설비
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
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RPS)를 강화

　 　 　 ○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
로 상향조정 (17.12.19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
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해상풍력 대규모 계획단지 조성 추진
(17.12.19,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 　 　 　 ○ 　 ￭재생에너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형 

○ 애초 취지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후퇴 안 제정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피해지 범위

의 확대, 피해자 지원에 관해 의무조항,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함. 

○ 위안부 문제는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음. 따라서 단순히 위로와 공감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사

죄를 끌어내야 함.  

2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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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업 추진 FIT 제도 도입 추진(추진방안 마련중)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을 위해 추진전략
을 발표하고 추진중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
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농촌지역태양광확대추진중(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농촌재생에너지팀’을신설하고인력3명보강
함.

  -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
   * 농촌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실에   설치(팀원 5명)

친환경에너지펀드 조성 　 　 　 ○ 　 ￭국정과제 미반영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
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
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정부-지자체간 협의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 조성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
터 분석으로 빌딩， 하
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 실시간 측
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최적화실현

　 　 　 ○ 　
￭국정과제(37.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에 동 내용 반영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1등급
(40% 이상)에 맞도록 
하고 기존 노후 빌딩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을 
경우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

　 ○ 　 　 　

￭(업무계획)국정과제37-6건축물의효율적에
너지수요관리추진중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속 추진(계속~)
￭(예산)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19년18.5
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9년82.7억원)

￭(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령(건축물의에너
지절약설계기준)및주택법령(에너지절약형친
환경주택의건설기준)

소형주택 신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
공법으로 건축한 집)요
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국정과제79-3소형주택에패시브하우스수준
의무화추진중

-패시브수준으로 단열성능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18.9.1)
￭(예산)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19년18.5
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9년82.7억원)

￭(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령(건축물의에너
지절약설계기준)및주택법령(에너지절약형친
환경주택의건설기준)

친환경 · 저
탄소 미래에너
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
다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
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
성 뿐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반영 수립하
여 저탄소 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 
확대의 지속적 추진

○

￭경제성 뿐만이나리 환경 및 안전 등을 반
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17.12.29)

￭3차에너지기본계획WG킥오프를통해3차에
너지기본계획수립착수(18.3.18)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권고안정부제
출(18.11월)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 　 　 ○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에중증희귀질환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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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소득층 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추진

(18년부터시행)
￭하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 확대지원('19년시
행)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
양광 대여사업，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
업 비즈니스 모델 정착 
및 발굴 육성

○

￭수요자원거래시장 개선안 마련(18.2월) 및 
국민DR(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18.6∼‘18.11)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중(17년~)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에너지신산업 대 중소기
업 상생 협력 모델 마련 
추진

　 　 　 ○ 　

￭(신산업분야: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핵심
기술융·복합을통해새로운산업생태계를창출
하고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
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2018년 10월 4
일)

해외자원개발사업 투명
성 · 책임성 확보

　 ○ 　 　 　

￭해외자원개발혁신TF운영(17.11월~)
￭해외자원개발혁신TF에서해외자원개발구조
조정권고안마련
￭2018년도자원개발전문인력양성교육실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
조를 저탄소 고효율성 
구조로 전환

　 ○ 　 　 　
￭에너지관리기준고시개정(7월)
￭산업용기기최저효율제도입고시개정(10월)

4차 산업사회 기반 
loE(lnternet of 
Energy)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안)(17.12월)에관
련내용포함
-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
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
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
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업무계획: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배출권거래
제운영,인벤토리관리등국가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18.1월)(이행완료)
-기후변화정책관실(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 신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조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복귀
￭예산: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213백만원('1
8)
￭법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18.
1.1),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개정('17.12.29)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
로 온실가스배출증가억
제

　 ○ 　 　 　

￭업무계획:배출권거래제운영관련주요기능환
경부로일원화하여제도일관성과실효성강화(이
행완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18.7월, 국내 감축목표 확대, 3년단위 
중간목표 설정 등 감축목표 이행전략 
명확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2차 
할당계획 확정('18.7월) 및 할당대상업체 
대상 개별 할당('18.12월, 609개소)
￭예산:배출권거래제개편에따른예산이체71억
원('18)
￭법령: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18.
1.1),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개정('17.12.29)

생태계보전을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 ￭업무계획:2019년환경부자연정책관실세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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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우선 
순위로 삼겠습
니다

도입

무계획('19.2.13)반영,상세제도설계안마련중
,이해관계자의견청취병행(추진중)

￭예산:2018년-2019년제도설계를위한연구
예산각2억반영('17.12.6, 

'18.12.8),'자연자원총량제도입을위한시범사
업연구'진행중('18.5.~'19.5.)

￭법령:자연환경보전법개정예정(개정안발의'1
9년하반기예정) 

￭업무계획:국토-환경계획통합관리에관한공동
훈령제정·시행('18.3)에따라제4차국가환경종
합(수정)계획수립중('19~)(추진중)
￭법령:국토-환경계획통합관리에관한공동훈령
제정·시행('18.3)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업무계획:거짓평가서재평가제도및평가비용
공탁제도입(이행완료)
￭법령:환경영향평가법개정('17.11)및하위법
령개정('18.11)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
롤 타워 마련 추진

○ 　 　 　 　

￭해양공간통합관리시행(2019년업무계획)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19년20억원)
￭해양공간계획법제정(18.4.17)및시행('19.4.
18)

수생태계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
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
진하겠습니다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실시

○

￭업무계획(추진 중) 17.06~18.12 동안 금
강, 영산강 수계 5개 보 완전개방 포함 11
개 보 개방19년 현재까지 낙단, 구미보 추
가 개방하여 13개보 개장
￭14개 분야 모니터링하여 물흐름, 서식환경 
개선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평가여건이 마련된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
는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19.02)
￭한강, 낙동강의 경우 보 개방 확대, 모니터
링 실시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 추진
￭예산: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예산 
18~19년 약 1,953억원 반영
￭법령: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 평
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시
행(18.08.17)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 개방
과 종합평가 실시

○ ￭수심별 수질 정밀조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 해체，재자연화 여부 
등 결정

○

￭업무계획(추진 중) 평가여건이 마련된 금
강, 영산강에 대해서는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19.02)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럼 및 보완대책 
마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장 추진
￭예산반영: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예산 
18~19년 약 1,953억원 반영

4대강 전역에 대한 수
자원 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방안연
구용역(Ⅰ단계)착수, (Ⅱ단계)발주
￭물순환 선도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LID조경‧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축산분뇨 정화시설 방류 기준강화

수질 - 수량 - 재해예
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방안 마련

○
￭업무계획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18.06),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
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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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18.06), 물관
리기본법 제정(18.06, 19.06월 시행), 물
산업진흥법 개정(18.06)

신속한 지진정
보 제공，맞춤
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
스를 제공

지진 관측망을 대폭 확
충하고 ‘지진 긴급재난
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
을 신속히 구축해서 지
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대폭 단축

○ 　 　 　 　
￭기상청, 주요통신사와  지진 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6월부터 시행예정)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2019 정부 업무보고 
2018.12.19)

동물복지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 　 　 　

￭동물병원표준진료수가제등을포함소비자동물
병원진료비부담완화방안정책연구용역실시(‘1
7.4∼12)및연구용역결과등을바탕으로표준진
료제도입방안마련('18.12)
￭사회적협동조합형동물병원(1개소)에대한법
정기부금단체지정완료(’17.9.29)하고협동조
합형 동물병원(2개소) 추가 허가('18.3월, 
7월)

생활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 예산 
확보 : ('19년) 300백만원, 10개소 추진 
예정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 　 　 　
￭반려동물 지원센터(4개소, 48억원) 등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농식품부 2018 10월 
18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른 해명자료)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

￭‘18년동물보호･복지대책예산확보사업추진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703백만원), 
유기동물 입양비(756), 교육･홍보비(1,105)
￭'19년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사업(2
개사업,1,156백만원)
 - 구조보호비 지원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 입양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지원
￭'18년28개시군구에서반려동물등록제시범사
업추진
 -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 
예정
￭유실·유기동물 발생 등으로 인해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용역기간) 2018년 12월∼2019년 
3월(3개월 간), (수행기관) 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
화(TNR) 사업 확대 지
원

　 ○ 　 　 　
￭중성화 사업 규모를 늘려  총 2만7천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계획(2019년도)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등을 담은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기본(안) 
마련('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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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밀도 완화(0.05㎡/마리 >> 
0.075)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18.9~)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
화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지침 
개정('18.1.31)을 통해 동물복지형 
전환농가 우선 지원
￭산란계사육환경표시를위한축산물표시기준(
식약처고시)공포('18.2.23)
 - 산란계 사육환경을 달걀 껍질에 번호로 
표시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
술 사용 확대 및 지원

○

￭미성년자해부실습원칙금지,예외허용을내용
으로한동물보호법개정('18.3.20)
￭초중고해부실습금지관련동물보호법시행('20
.3.21~)
￭초중고해부실습대체교육안마련('19.12월)

’17년 이후 시행되는 화
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
면 시행

○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을 
금지, 공약 전부터 법 개정 사항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한 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세포를  배양해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 OECD 승인 추진 
계획(2019년 4월 식약처)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
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

￭초등학생대상동물보호교육실시:강사(수의사)
가 학 교 를 방 문 하 여 초 등 학 생 대 상 으 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순화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실시
 - (‘17년) 175개 학교, 35,740명, 
('18년)   191개 학교, 35,571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용역 실시('17.9~12월)
￭농식품부내 과단위 팀인 '동물복지정책팀'  
신설('18.6월)

합  계 8 22 1 14 0 45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17.8%, 부분이행 48.9%, 후퇴이행 2.2%, 미이행 31.1%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3 17 1 21 3

45개2년 차 8 22 1 14 0

(증감) +5 +5 0 -7 -3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약은 완전이행 17.8%(8건), 부분이행 48.9%(22개), 후퇴이행 2.2%(1개), 미

이행 31.1%(14개)로 비교적 미이행 공약이 많음

○ 완전이행은 탈원전 로드맵 제시 및 4대강 16개 보 개방 및 해체, 지진재난문자 송출 시스템 구축 등

○ 미이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내진설계기준 강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전면 재검

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 등 주요한 탈원전 정책들은 대부분 미이행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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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예술인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
거 마련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이행현황)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법안 마련('18.11)

-법안 일부 쟁점 해소를 위한 국회, 예술계, 
정부간 협의 중

표준계약서 의무화 ○
￭(업무계획) 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법령) 창작인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
법 개정 ('17. 8. 22) ※ 시행 '18. 8. 23

￭(이행현황)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표준용역 및 근로 
계약서 개발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18.3.19~, 8회) 

-근로기준법 및 예술인복지재단, 협의회 제
안 의견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안) 전면수
정 추진 및 개정(안) 마련(‘18.7~9월)

-개발 협의회 참석자 대상, 기술지원표준계
약서 개정(안) 의견 조회(‘18.10월)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 개
정안 법무사무소 검토 의뢰(‘18.11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 (’18.12.19)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
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
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
장제도 실시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
랑스 앵떼르미땅) 도입 
추진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안 미반영(관련법 개
정 일정 고려하여 예산 반영) 

￭(법령) 고용보험법 및 예술인복지법 개정 
추진('18~)

￭제도도입(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추진
-예술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제도 도입(안) 마련('18.7.31/고용보험위원
회 의결)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계속)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18.11~) 및 관계부처 협업(제도개선 
TF/'19.3~) 등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핵심공약인 탈원전 정책은 취임 초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언, 탈원전 로

드맵 제시 이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 핵연료

사후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사업은 최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일부 보 철거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분

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같은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토건사업 

방지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제도 등의 강화가 필요하나 정부는 오히려 예타 면제 확대, 제도완화를 

추진하며 제2,제3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고 함

29. 문화·예술·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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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금고지원 ○

￭(업무계획) 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8년 예산안 반영 (10억원), 
2019년 예산안 반영(85억원, 문예기금 '예
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이행현황)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8.10월)

-예술인복지금고 상품개발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19.3월)

-예술인복지금고 전산시스템 개발(~'19.5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시범운영 개
시('19.6월~)  

예술인의 창작
권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
정적 재원 확보

○

￭(업무계획) 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문예기금 세입 예산안 반
영 

￭(이행현황) '19년 문예기금에 일반회계 500
억원, 체육기금 1,000억원, 관광기금 500
억, 복권기금 1,056억 전입 반영(총 3,056
억)

-정부 내부수입 확보로 ‘18년부터 여유재원 
감소 추세 극복하였으며, ‘04년 이후 최초
로 수지차 개선 (’19년 예상 여유재원 
1,850억)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문
예기금 안정화 추진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
정적 일자리 확충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2019년 예산안 반영 (56억원)
￭(법령) 공연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기 반영)
￭(이행현황)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 민간 공
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9.2월)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

￭(업무계획)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 
반영('18.4.2)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21억원)
￭(이행현황) 비영리전시공간 등에서 기획된 
전시콘텐츠와 지역의 유휴 전시공간의 매칭
지원, 전시공간 활성화

일상에서 문화
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문화 · 체육 · 관광 통
합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체부 업무
계획에 반영

￭(예산) 2018년 821억원→2019년 예산 반
영 (915억원, 지원금 전년대비 1만원 인상)

￭(이행현황) 2020년 지원금 추가 인상 예산 
확보 추진('19년)

문화 · 체육 · 관광 지
출비의 조세 감면 제도 
도입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체부 업무
계획에 반영

￭(예산) 2018년 821억원→2019년 예산 반
영 (915억원, 지원금 전년대비 1만원 인상)

￭(이행현황) 2020년 지원금 추가 인상 예산 
확보 추진('19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
육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1,154억원)
￭(이행현황)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
원 등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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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

지원(50여개)
-아동·청소년 대상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조성 추진(2개소)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하
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시(초중고 8,300
여개교, 예술강사 5,000여명)

-지역별 문화자원(문화시설, 예술강사·예술가 
등)을 활용한 토요문화 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실시

-지역의 '문예회관'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7개)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
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
육 확대

50+ 세대 위한 ‘생애전
환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에 메이커스페이스， 디
지털 미디어랩 조성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 반영
(3.11)

￭(예산) 2019년 예산(1.3억원)
￭(이행현황)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가이
드라인 개발 연구용역(2월~6월), 시범운영 
지원(3개관, '18.7월 ~ '19.2월)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
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업무계획)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 반영(3. 
11)

￭(예산) 2019년 예산 (생활문화센터조성 
186억, 작은미술관 7억, 어르신문화프로그
램 33억, 실버문화페스티벌 8억,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억)

￭(이행현황) '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46개
소), 작은미술관(10개소), 생활문화동아리활
성화 지원(생활문화동호회 70개), 어르신문
화프로그램(290개 프로그램 지원),작은영화
관(11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
충과 장서 구입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 반영
(3.11)

￭(예산) 2019년 예산 (832억원/123개관)
￭(이행현황) 공공도서관 확충 예산 반영 및 
건립 운영 컨설팅 운영(4~12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76억원)
￭(이행현황) '18년 예산(75억원) 대비 1.6억
원 증가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
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14억원)
￭(법령)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 ('18. 3. 9.)

￭(이행현황)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형서점 보급형 POS 개발·보급 및 지역
서점 포털시스템(서점ON)과 연계 확산 등

국내 출판 작품들의 해
외 보급 사업의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1~2월)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47억원)
￭(이행현황) 
-해외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신규시장 개
척

-국제도서전 개최, 참가를 통한 해외보급
-출판저작권 수출 및 교류 활성화 추진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
성， 공정성 강화

○ ￭업무계획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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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문화산
업 생태계 조
성

중소문화콘탠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펀드 630억,
완성보증 200억원,이차보전20억)

￭(이행현황) 펀드, 완성보증,이차보전 사업 
진행중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
화 및 줄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
도확대

○

콘텐츠 공제조합의 안정
적 재원 확대

○ ￭업무계획 미반영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예산안 증액반영 (공정상생
4.35억원)

￭(이행현황)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개소, 불공
정 상담창구 상시운영, 대중문화예술인 표
준전속계약서 제정,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
위남용， 담합 등 금지

문화콘텐츠 제작표준계
약서 확대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
￭(이행현황)게임산업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 기구' 운영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
보시스템 구축

○
￭(이행현황)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상시운영 
중

예술과학기술 융합플랫
폼 확대 및 기업 성장단
계별 맞줌 지원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 2019년 예산반영(137억 원)
￭(이행현황) : 지역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구
축 중, 뉴콘텐츠센터 구축 완료('18.6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
준의 정책 지원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이행현황) 
-제3차 문화기술 기본계획 수립
-제3차 문화기술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
획 수립

-'20년 예산 반영 추진 중

문화유산의 보
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창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
가지원 확대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화재청 주
요업무계획 반영

￭(예산) 2018년 121억원 → 2019년 146
억원(발굴비용 지원확대/+25억)

￭(법령)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공포
('18.12.24.)

￭(이행현황) 
-발굴비용 지원 시 연면적 제한 폐지('18.12
월)

고도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개인， 중소사업체 등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
원 확대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
책 마련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화재청 주
요업무계획 반영

￭(예산) 2018년 301.5억원 → 2019년 
288억원

￭(법령) 돌봄사업 법제화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19년 완료 예정)

￭(이행현황) 
-건축문화재(석탑)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및 
보강방안 연구('18년)

-목조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18년 88
건), 방재설비(소방) 구축 및 유지관리('18
년 425건), 문화재 재난 안전교육('18년 
1,469명), 안전 경비원 배치('18년 150개
소 455명), 문화재 현장 사물인터넷 기술 
시범 도입 완료('18년/보령 성주사지 등 3
개소)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기반 강화

○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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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문화재 확대('18년 7,048→'19년 
7,587개소), 돌봄사업단 확대('18년 21→
'19년 23개), 돌봄일자리 확대('18년 680
→'19년 700명)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
도 도입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화재청 주
요업무계획 반영

￭(예산) 2018년 4억 → 2019년 66억
￭(법령)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관련 문화재보호
법 개정(`18.12.24)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관련 문화재보호
법 시행(`19.12.25)

￭(이행현황)
-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지 선정완료('18년/
군산 등), 항일독립문화재 특별전시회 개최
('19.2~4월/서대문형무소)

근 · 현대 문화유산 활
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
업 지원

○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지
정 및 기념사업 추진

○

문화유산교육및활용확대 ○

￭(업무계획) 2018년, 2019년 문화재청 주
요업무계획 반영

￭(예산) '18년 16.4억 → '19년 18.3억원
￭(법령) 문화유산교육 법안을 골자로 한『문화
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상정(18.9.13/이
상헌의원 대표발의) 

￭(이행현황) 
-문화유산 방문학교·체험교실·테마문화재 학
당 시행 완료('18년 47개 단체), 자유학기 
교재 배포 ('18년/132개 중학교)

지역 간 문화
격치를 해소하
여 문화균형발
전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
후지역 우선 지원

○

￭(업무계획)  국정과제 67-4에 포함 
￭(예산) 2018년 예산 반영 (1억)/ '19년 예
산없음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이행현황)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균형
지수 개발) 용역 완료('18.3월~'19.2월), 보
도자료 배포('19.3월)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미추진) 지역문화진흥기금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은 현재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은 별도 절차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가능하여 실익 없음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
로 인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줄연

○

￭(미추진)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지역문화진흥
기금으로 출연하게 될 경우, 지자체별로 편
차가 커서(서울, 경기, 부산이 전체 적립금
의 66% 차지) 지역간 문화격차 커질 우려,  
또한 현재 조성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영중
인 광역지자체는 부산, 경북 2곳 뿐으르 현
실적 실익이 없음.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
립성， 자율성 보장

○

￭(업무계획) 국정과제 67-4에 포함 
￭(예산) 2019년 예산(3억)
￭(이행현황) ('18) 네트워크 포럼(5개), 지역
연계 지원(7개), 역량강화 교육 등 / ('19)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3월), 사업 추진(4
월~)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
후건물， 지하도 · 지하
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
재생 사업지원

○

￭(업무계획) 2019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
(3.11) 

￭(예산) 2019년 예산 반영 (99억)
￭(이행현황) '19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 추진(8개소)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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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
금 융자지원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19년 예산은 미반영, '20년부터 제
1차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에 예산지원할 계
획('20년 예산안 관계부처 협의예정)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10개 지자체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
인('18.12월),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중
(~'19년 12월)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
가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
포츠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 반영 ('18년, '19년 
133억원, 총 266억원)

￭(이행현황)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추진중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
무화 추진

○

￭2017년 12월 2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은 6대 분야 15개 
과제로 2022년까지 추진 완료가 목표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현재 
3~5학년에 실시되던 초등학교 생존 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
럽 도입

○

￭<지역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 반영 ('18년134억원, 
'19년 155억, 총289억원)

￭(이행현황)19년 3월말 기준 76개소 공공스
포츠클럽 지원센터 운영 중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확대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체육시설 설치, 개보수 지원 
예산 반영 (기금 3,096억원 지특2,341억
원)

￭(이행현황) 2019년 체육시설 설치 지원 예
산교부(1월~12월 예정), 공모 등을 통해 
381여개 체육시설 지원 예정

스포츠공정성 강화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년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설명 등 
(30억원)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1.11)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

￭(업무계획) 2019년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 사업계획 승인('19.1월)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회원종목단체 
인건비 126억원 내외)

￭(이행현황) 회원종목단체 자율성 보장을 위
한 집행부로부터의 사무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직원 인건비 보조율 
50%까지 확대('17년 보조율 29%에서 '18
년 39%까지 보조율 확대, '19년 40% 이
상까지 확보)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
는 학생 양성

○
￭(업무계획)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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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
장 및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 이수

○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55,000백만
원)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추진 중
￭(이행현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시행
('18년 초4~고3), 온라인 학습(e-school)시
스템 구축 운영('18년 2,698교), 초중고 학
생선수 체육축제 개최 관련 정책연구 추진
('18년 12월 완료) 등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학교체육진흥회 설치, 
학생체육대회 분리개최

○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
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적 개최지원

○

￭(이행현황) 2018평창 올림픽(2.9~25), 패
럴림픽(3.9~18) 종료 

￭<주요 성과> 
-(평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흥행∙
기록 최고수준

-(경제올림픽) 입장권 판매, 후원 활성화, 지
출절감을 통한 경제올림픽

-(ICT/안전올림픽) 세계최초 5G, 사물인터
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과학기술 
활용, 범정부 차원의 보안,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올림픽 달성    

-(평화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
키 남북단일팀 참가 

-(문화올림픽) 올림픽 기간 중 '날마다 문화
가 있는 날' 행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체육인복지법’제정 및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

￭(업무계획)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
(3.11)

￭(법령) 체육인 복지법 제정 관련 체육단체
와의 의견수렴(4회, '17.10월~'18.2월)

￭(이행현황) ▲체육인 복지법안 협의('18.2
월~4월) ▲체육인복지법안 발의('18.6월) 
▲관계기관 의견조회('18.7월~8월) ▲체육
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협의 계속('18.8
월~)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

￭(업무계획)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2.27)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11,817백만
원)

￭(이행현황) 고용기간 연장(11개월 -> 12개
월), 월 인건비 1,937천원 ->2,345천원 
인상, 학교회계직 수준의 처우개선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
성 및 창업 지원센터 운
영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60억원)
￭(이행현황) 2018년 10개사 선정 및 지원 
완료, 2019년 운영기관(PMO)선정, 사업안
내 등 세부 계획 이행 중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의
무화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3.11)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은퇴선수 지
원사업 10억원)

￭(이행현황) ▲생애주기별 체육인 진로지원
(현역운동선수+은퇴선수) 시스템 구축 ▲은
퇴선수 취업, 창업,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
영 ▲체육인진로지원센터 운영 및 접근성 
개선 추진 ▲은퇴선수 지원사업 온라인 홍
보 확대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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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화해 협력

영(3.11)
￭(예산) 2019년 예산 반영 (16.3억원)
￭(이행현황) 
①(국제대회 공동 출전) 2018평창올림픽∙패
럴림픽(2,3월), 국제탁구대회(5,7,10,11,12
월), 2018 아시안게임(8월) 및 장애인아시
안게임(10월) / 단일팀 출전 및 종합경기대
회 최초 메달 획득* 

②(국내개최 대회 참가) 국제탁구대회(7월, 
대전 / 12월, 인천)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
회(8~9월) 북 선수단 참가

③(친선교류) 남북통일농구경기(7월/평양), 
태권도 합동공연(2월/서울, 11월/평양) 등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
도 시행)

○

￭(업무계획)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ㅡ '지역관
광 활성화 방안'  

￭(19년 예산)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8,500
백만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 3,646백만
원,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 670백만원

￭(이행현황)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19년 사
업 홍보(1~2월),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2.12.~3.8),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발표(3
월중),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계획 수
립중, 상반기 공모 예정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청소년 사업계획 수
립 및 예산교부(3월), 청년 상상하는여행자 
공모(~3월), 시니어꿈꾸는여행 시범사업(~3
월)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
에 인센티브 부여 등 무
장애(장벽 없는)관광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
광코스 개발

○
￭(업무계획) :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ㅡ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예산)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19년 예산안 반영(1,136 백만원) 읽기쉬운 
안내체계 구축 '19년 예산안 반영(450백만
원)

￭(법령) 품질인증제 관련 관광진흥법('18.3
월)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18.6
월) 개정 완료 

￭(이행현황) : 개별관광객(FIT) 맞춤형 지방 
관광코스, 관광상품, 홍보사이트
(visitkoreaforme.com) 개발(`18년~), 움
직이는 관광안내소 지자체 공모 공고(3월 
중)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
편 제고 등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입 확대

○

개별관광객에 최적화 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
￭(업무계획)  관광진흥 기본계획 반영
('17.12.18)

￭(예산) '18년 221억원, '19년 197억원(관
광사업 발굴·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등)

￭(법령) 관광산업 진흥 지원(창업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18.12.24)

￭(이행현황)제8회관광벤처기업공모전 개최
('18.1.24~2.28), 제9회관광벤처기업공모전
개최('19.1.23~2.27), 크라우드펀딩 지원
('18년 75건), 융복합 관광서비스 R&D 공
모공고('18.2.28)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
처기업 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
자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
정 및 집중 육성

○

￭(업무계획) :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
광 활성화 방안'('18.7.11)    

￭(예산) 테마여행 10선 '19년 예산안 반영
(29,300백만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19년 
예산안 반영(1,9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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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현황) : 테마여행10선 콘텐츠사업자 
공모 선정(3월), 글로컬 관광 육성사업 워
크숍 개최(19.2.27)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업무계획) 관광진흥 기본계획 반영
('17.12.18)

￭(예산) 관광두레 조성('18년 60억원, '19년 
80억원), 광역관광개발사업(서부내륙권-'18
년 86억원, '19년 153.4억 / 충청유교문화
권-'19년 31.2억)

￭(이행현황) 관광두레 신규지역 선발 
('18.3.12. 10개지역/'19.3.12. 12개지역), 
관광두레 청년PD 선발('18년중, 8명),  광
역관광개발사업 추진(서부내륙권-'18년 14
개, '19년 19개 / 충청유교문화권-'19년 6
개)

관광영향평가제도, 국민
관광신탁제 도입

○

￭(업무계획) 관광진흥 기본계획 반영
('17.12.18)

￭(예산)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19년 
2.5억원)

￭(이행현황)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
용역 추진('19.1월~)

합  계 6 47 2 16 0 71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8.5%, 부분이행 66.1%, 후퇴이행 2.8%, 미이행 22.5%

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4 36 0 31 0

71개2년 차 6 47 2 16 0

(증감) +4 +9 +2 -15 0

○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 72개 중 완전이행 6개(8.3%), 부분이행 48개(66.7%), 후퇴이행 2개

(2.8%), 미이행 16개(22.2%)로 나타남. 문재인 정부 1년과 비교해 완전이행은 2개, 부분이행은 12

개 증가했으나, 1년간 공약이행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 문재인 정부 1년에 완전이행한 공약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지역 서점 및 스토리텔

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지원’,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외에 ‘문화콘첸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과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조세 감면제도 도입’ 등 2개 공약이 추가로 이행됨 

2) 평가

○ 문화·예술·체육 공약은 육성, 활성화, 지원, 협력, 개선 등 제도개선이 적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공

약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아 부분이행이 높게 나옴.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 특히 관광 일자리와 맞춤형 여행, 선수생애관리제·유기적 체육시스템, 예술인 임금체불·표준보수·권

리보장을 위한 공약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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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세부 공약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판단
불가

비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

종편⸱보도전문채널⸱유료
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
치 및 위상강화와 시청
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
권 보호

○

￭시청자권익보호전담기구 신설 관련으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시
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방안 연구' 완
료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
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
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방송 활성화 
추진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 추진 중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총 방영시간 : '17년 
56,142분 -> '18년 57,388분)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
적 이해능력 증진을 위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추진

○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발표('19.3.8.), 
￭'18년 37.7천만원 집행, '19년 33.5천만
원 집행 중

￭미디어교육지원법 국회 논의 지원(~12월)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
적인 ‘수신료위원회(가
칭)’를 설치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
징수⸱배분 등 관리⸱감독 
강화

○

￭공영방송 회계기준 강화, 수신료와 비수신
료의 회계분리 의무화 등 관련 방송법 개
정 지원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19.4월 예정)

지역방송 활성

화로 지역균형

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지역민의 미디어(방송)참
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미디어 센터 육성⸱지원 
확대

○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발표('19.3.8.) : 
경기, 충북, 세종센터 구축

￭시청자미디어센터 3개소 신규 구축을 위해 
'17년부터 3년 간 총 150억원 예산 반영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
간인 공동체라디오의 활
성화 추진

○
￭전파법 시행령 개정(2018..12.18. 시행),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과제 업무계획 반영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

￭2017년도 재허가시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
선을 위한 재허가조건 부가, 재허가시 부
가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시행

지역방송지원 예산의 현
실화 및 예산의 콘텐츠 
개발⸱유통지원에 특화

○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발표('19.3.8)
￭'18년 41억 집행, '19년 41억 집행중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유통 
로드맵 마련('17.12.20.) 후 제2차 지역방
송발전지원계획('18~20년)에 반영하여 시
행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

으로 건강한 

신문언론 발전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
장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시장 
활성화 추진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
보(사업비 71.5억원)

￭(이행현황)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
선지원대상사 선정(1월) 및 사업 공모 및 
시행(3월~12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
￭(업무계획) 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 문화·예술·체육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배분 강화, 표준보수지급 기

준 제정, 실업급여제도 도입, 체불수입 보장 등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

30.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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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 추진

￭(예산)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중 스마
트미디어인프라지원 내역사업으로 20.5억 
원 확보

￭(이행현황)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
선지원대상사 선정(1월) 및 사업 공모 및 
시행(3월~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
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
회의 위상 강화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상
시법 전환) 국회 교문위 소위 상정

건강한미디어

콘텐츠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 실현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방
송 활성화 추진

○

￭(온라인 동영상, 개인방송 활성화 추진)
￭(업무계획)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기시행 중

￭(예산) 2019년 예산에 반영(일반회계 30
억원)

￭(이행현황) 지원대상업체 공모중(~'19.4월)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
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
적기금 확충 추진

○

￭(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
영

￭(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펀드 630억,
완성보증 200억원, 이차보전 20억)

￭(이행현황) 펀드,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 
진행중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
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 ￭업무계획 미반영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
회적 책임강화 및 투명
성 확보

○

￭(이행현황) 언론사의 공적,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언론기금 지원 기준 강화(18
년.1월~)

￭청소년 유해성 광고 게재, 공직선거법 공
정보도의무 위반 언론사 감점 부여 신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재
원 확보를 위한 불합리
한 규제 정비

○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
광고 정책방향 발표('18.11)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19.1)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
진화⸱유효경쟁 체제 구
축

○ ￭추상적 공약으로 판단불가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조성

○ ￭추상적 공약으로 판단불가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
보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기간을 조
정하는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률 개정 추진('19.11월)

￭협찬의 정의 조항 신설하고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협찬 관련 방
송법 개정 추진('19.12월)

합  계 0 11 1 5 2 19개

1) 이행률 / 완전이행 0%, 부분이행 57.9%, 후퇴이행 5.3%, 미이행 26.3%, 판단불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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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전체

1년 차 0 3 1 13 2

19개2년 차 0 11 1 5 2

(증감) 0 +8 0 -8 0

○ 언론 공약은 부분이행 11개, 후퇴이행 1개, 미이행 5개로 나타남. 국회에 해당 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예고, 예산이 반영되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행이 57.9%로 문재인 정부 1년 15.8%로 

42.1%, 3개 공약에서 11개 공약으로 증가함. 

○ 다만 부분이행 공약을 보면 대체로 업무계획이나 예산 반영이 많아 실제로 제대로 이행될지는 지켜

봐야 함 

○ 완전이행된 공약은 전혀 없고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후퇴했음. 미이행된 공약은 5개, 

26.3%로 크게 줄었음

 

2) 평가

○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 시청자 권리 확대를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함.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었지만, 공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 그나마 추진하는 공

약도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예산 반영이나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론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해직 언론인 문제해결,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개혁과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 강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등 시청자 권리확대는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남은 임기는 언론 개혁과 적폐청산, 시청자 권리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 이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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