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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농산물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해가 증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900년 이래 87종(병 40, 해충 47) 유입, 이 중 32종(37%)이 2000년 이후

유입

 소나무재선충(‘88년 유입) : 7,312억원의 방제비 투입에도 계속 발생 중

 일본(오리엔탈과실파리) 13년간 2조 5천억 원, 뉴질랜드(감자제브라칩병) 6

년간 2,400억 원 방제비 소요

○ 검역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해병

해충의 유입가능성이 증대

 수입검역건수는 ’00년 115천 건에서 ’15년 825천 건으로 617%로 급속히 증

가

 해외여행객수는 ’00년 21,802천 명에서 ’15년 66,372천 명으로 204% 증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열대성 병해충 유입 및 정착 가능성 증대

 병해충 유입위엄도가 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수입농산물 증대

 중국 : ’00년 22천 건에서 ’15년 52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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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 ’00년 13천 건에서 ’15년 46천 건

○ 세계적으로 병해충 및 잡초에 의한 농작물의 손실은 평균 약 42%이르며(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병해충들은 국내 농업

에 피해를 주고 있음

 개방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외래종 병해충 및 잡초에 의한 피해는 개

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민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음.

 외래종 병해충의 유입에 따른 국내 농작물의 질병 발생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작물의 해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15～’16년 국내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사과․배 등 피해 발생

 총 100농가 79.6ha(’15년 : 68농가 59.9ha, ’16년 : 32농가 19.7ha)의 과수원

이 폐원되어 115억 원(’15년 : 87억 원, ’16년 : 28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 발생

○ 수출품목에 있어서도 병해충발생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산 사과 등에 대해 일본․호주는 수입금지를, 대만은 무감염증명 조건부

수입

○ 이처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래병해충인 감자걀

쭉병,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화상병 등 4가지 병해충에 대하여 발생시 경제

적 피해를 추정한 결과, 각 병해충별 대표 기주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633억～1,789억 원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손실은 연

간 651억～5,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표 1-1>.1)

 병해충 발생에 따른 해당 작물의 수출 제한 및 폐원으로 인한 농가 단위에

서 영농활동 지속의 어려움 등 기타 사회적 비용을 추가한다면 그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은 외래병해충, 그리고 다른 품목 기주의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할 경우 외래병해충의 발생에 의한 직간접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러한 경제적 피해가 산업연관효과

를 통해 가져올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액은 더 높은 수준일 것임.

1) 자세한 경제적 피해 분석내용은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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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품목 피해수량(톤) 직접피해액(백만원) 사회후생손실분(백만원)

감자걀쭉병 봄감자
3,612 (0.66) 5,253 (0.0025) 17,849 (3.30)

~ 72,235 (13.28) ~ 107,167 (5.40) ~ 334,393 (61.92)

미국선녀벌
레

단감
117 (0.07) 21,003 (6.28) 1,614 (0.48)

~ 470 (0.27) ~ 21,556 (6.45) ~ 6,449 (1.93)

꽃매미 포도
1,049 (0.38 ) 24,266 (2.15) 24,615 (2.18)

~ 4,196 (1.51 ) ~ 33,417 (2.96) ~ 97,902 (8.68)

화상병 배
586 (0.002) 4,693 (0.61) 8,228 (1.07)

~ 1,759 (0.007) ~ 6,019 (0.79) ~ 24,629 (3.21)

화상병 사과
785 (0.002) 8,145 (0.70) 12,859 (1.11)

~ 2,356 (0.006) ~ 10,755 (0.93) ~ 38,491 (3.32)

합계 - 63,360 ~ 178,914 65,165 ~ 501,864

표 1-1. 외래병해충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결과

주1 : 괄호(·) 안의 숫자는 작물별 총 생산량 및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피해수준의 비중(%)임.
주2 : 대상품목은 각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 중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한 것임.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2012년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병

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체계를 일

원화

 긴급 방제계획의 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등 방제 관련 농림부장관의 권

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

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

 농림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

찰·방제단을 두어 병해충 예찰·방제의 추진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역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외래·돌발병해충 발생 증가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식물방역법 개정도 불구하고 ‘15-’16년 과수화상병 발생 시 시군센터 소수 인

력 외에 지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인력이 거의 없어 신속 대응이 곤란하

였고, 상황이 급박하고 긴급한 경우 상호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경우 검역 및 예찰·방제에 있어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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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초동 대응 미흡

 기관별 조치상항이 주의 단계에서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공적방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험도 평가, 방제대책회의, 방제명령 등 제반 행정명령이 총

괄하는 조직에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 대두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기능을 강

화하는 추세에 있음

 미국, 캐나다 등은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등 검역요건을 강화하고, 묘목류는

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 허용하고 있음.

 호주는 외래 병해충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생물안

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에서도 교역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외래·돌발병해충 발생 증가

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도 식물방역법 개

정으로 방제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농진청으로 이관하여 예찰과 방제업무를

일원화하였음.

 일반 농경지에 대한 예찰방제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국경과 산림 등 지

역에 있어서는 예찰․방제업무가 농식품부(검역본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

되어 있어 초동대응이 어려움.

 기관별로 소수 주요품목 위주로 부정기적, 기관별 독립적 예찰을 실시

 농경지(농진청), 산림지 덩굴류 등(산림청), 국경지(검역본부), 강둑 등 공공

지역(지자체) 등으로 관할지역이 분리되어 있음.

 잡초의 경우 농경지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잡초 중심으로 관리

○ 기관별 예찰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미흡

 예찰인력 : 농진청 14명, 지자체 174명, 검역본부 16명, 산림청 1,015명 등

○ 또한 기능별, 기관별 나누어진 방제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기관별로 대상지가 달라 이동성 있는 병해충방제시 효율성 저하

 외래병해충 역학조사는 검역본부, 방제는 농진청 및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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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국내피해 방지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박멸 및 청정지역 유지가 무엇보다 필요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과 병해충 확산 등으로 식물검역기능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이처럼 급변하는 검역여건 하에서 대내외적인 농림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

고 국내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한 조직의 정비, 전

문인력의 확보 및 기능 강화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관간 강력한 협업추진

으로 국가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중앙정부(농식품부) 차원의 종합관리 기능 보강 및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현행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주요 선진국의 방제시스템 분석 등을 통

한 예찰․방제 개선 및 선진화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관련 현행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주요

선진국의 방제시스템 분석 등을 통하여 국가재난형 고위험 병해충 발생 초

기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3. 연구 방법 및 범위

○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

 주요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분석

 주요 선진국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분석

 국내 및 국외 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 분석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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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 방안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능 강화 방안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관련 기관 및 전문가조사, 해외

전문가 활용 사례 조사, 연구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구성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예찰·방제관련 국내외 자료 및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 관련 기관 및 전문가조사

 관련 기관 담당자 및 대학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예찰·방제시

스템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

 조사범위 : 기관 담당자 학계 전문가

 조사방법 : 우편 및 방문조사

 분석방법 :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함께 AHP를 적용하여 평가요소

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

석

○ 해외 사례 조사

 미국, 일본, 호주 등 검역선진국의 예찰·방제시스템 실태조사를 통하여 벤

치마킹하여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연구자문회의 개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여 자문회의 개최

4. 기대성과 및 활용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관련 현행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주요 선진국의

방제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국가재난형 고위험 식물병해충 발생 시 중앙정

부 차원의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 예찰․방제 체계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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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역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과 최적의 예찰·방제

시스템 확보 및 관리도구로 확장 가능

○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대내

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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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현황

1.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 및 업무

○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은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아래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

부 등 중앙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들과 농촌진흥청 산하의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산림청 산하의 지방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부서

등 지방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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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

1.1.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내 병해충과 관련된 업무는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검역정책과에는 과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있으며, 식물검역 및 병해

충 예찰·방제 정책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임.

○ 농식품부에는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

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식물방역법(제3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병해

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됨.

 병해충대책본부의 주요 역할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

충 예찰·방제단 지원 등임.

○ 병해충대책본부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장(차관), 부본부장(국제협력국장),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 등으로 구성됨<그림 2-2>.

 총괄반장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

방제과장으로 함.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병해충대책본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

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원,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

보,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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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2-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조직도

1.1.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내 병해충과 관련된 업무는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대응과 내에서 예찰·방제 업무는 병해충예찰계 및 병해충방제계

가 담당하고 있음(농촌지도관 2명, 농촌지도사 2명, 농업연구사 1명)<그림

2-3>.

자료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그림 2-3. 농촌진흥청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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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대응과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주관

 시·도예찰방제단에 대한 예산 및 기술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방제 협조체계 구축

 방제비 지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 및 병해충 예찰·방제 교육

 예찰방제단장이 정한 사항 등

○ 이외에도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작목별

병해충 관찰포 운영,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 병해충 예찰 및 발생

정보 발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

하고 있음.

 병해충 관찰포 운영 업무 중 일부는 기술보급과에서 담당

○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들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등에서는 병해충의 분류동정, 위험평가, 정보분석, 기술개발, 병해

충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1.2.1. 업무현황

○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사전·사후방제지원을

통하여 방제비 지원

 사업비 : 4,939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대상병해충

Ÿ 벼 병해충 : 멸구류,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등

Ÿ 돌발해충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Ÿ 검역병해충 : 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사탕무씨스트선충, 딸기세균보

무늬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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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최근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현황

구분 계(종) 병 해충

2012 7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TYLCV)
사탕무황화바이러스병(BWYV)
순무황화모자이크병(TYMV)

양앵두괴사반점바이러스병(CNRMV)
과수가지검은잎마름병
딸기세균모무늬병

사탕무씨스트선충

2013 8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TYLCV)
사탕무황화바이러스병(BWYV)
순무황화모자이크병(TYMV)
과수가지검은잎마름병
딸기세균모무늬병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나리바이러스병

사탕무씨스트선충

2014 5
과수가지검은잎마름병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참다래궤양병(PSA3)

사탕무씨스트선충
바나나좀나방

2015 2 화상병 사탕무씨스트선충

○ 병해충 예찰계획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초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농산물생산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을 예찰대상으로 함.

 대상병해충의 선정 등은 병해충대책회의의 자문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결정

○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병해충예찰포 운영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과 시군센

터의 진단실을 지역 식물병원으로 활용

 사업량 : 143개소(예찰포·진단실 142, 진단실 1)

 사업비 : 2,128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표 2-2. 예찰포 현황
단위 : 백만 원, 국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시

사업량 17 15 11 15 14 22 23 18 2 6

사업비 143.9 102.3 73.9 122.7 104.1 178.5 159.9 125.3 12.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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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현황

 각 시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포장을 관찰포로 선정하여 시기별로 생

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사업비 : 318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단위 : 개소 당 10∼50a 내외

 대상 : 16개 작목 2,120개소(벼 690, 채소 671, 과수 555, 전작 204)

표 2-3. 관찰포 현황

구분 작목수 개소 선정기준

벼 1 690
재배면적에 따라 시군별

3∼9개소

채소
7(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671
주산지 시군별
2∼10개소

과수
6(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555 주산지 시군별 5개소

전작 2(보리, 콩) 204 주산지 시군별 1∼2개소
계 16 2,120

○ 병해충 방제단 운영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담당공무원, 계약직

등으로 구성

 중앙 예찰·방제단 : 총 16명(정규 8, 비정규 8)으로 구성하여 농촌지원국

산하에 3개 대책반(농과원, 식량원, 원예원)으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

 지방 예찰·방제단 : 농경지 면적 5,000ha이상 시군 대상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설치

 원격 예찰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자체 인력절감 및 정확한 적기 예찰 강화

 ’15년 20개소 설치하고 ’19년까지 160개소 설치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사업량 3 2 - 4 3 5 1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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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산림청

○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조직은 80∼90년대 중반까지 솔잎흑파리

방제에 초점을 둔 하나의 계 수준에서 이후 병해충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산

림병해충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인력과 조직이 다시 보강되어 산림

병해충방제과(9명)로 개편됨<그림 2-4>.

 산림병해충방제과는 방제정책, 방제 1, 방제 2계로 구분(서기관 1명, 임업

사무관 3명, 임업(행정)주사 4명, 임업주사보 1명, 산림행정원 2명)

○ 산림병해충방제과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시행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산림병해충 방제조직이 확대·개편되었지만 여전히 애로점이 존재함.

 12월～4월은 소나무재선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본청 직원만으로는 현장 및

품질관리, 감독, 누락지 파악 등에 한계가 있어 지방청에서 파견된 직원(15

명)을 포함한 TF Team 구성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그림 2-4.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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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방제업무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

 공유림과 사유림 등은 지자체 소관이며,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소관

 지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

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 등에 대해 지방산림청에서 공동방제

1.1.3.1. 업무현황

○ 산림병해충이란 인간이 산림에서 기대하는 혜택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병

과 해충을 말함.

 현재까지 알려진 산림해충의 종수는 1,500종이 넘으나 소나무재선충병, 솔

잎혹파리 등 22여종의 주요해충을 제외한 나머지는 잠재해충으로 분류하고

발생시 방제

○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3장(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과 산림병해충방제규정

(산림청훈령1305호) 제4조에 따라 주요 산림병해충을 관리하고 있음.

○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솔잎혹파리 충영형성률 및 천적분포조사

2.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상황·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

3.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

4.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상황 및 분포조사

5. 미국흰불나방 등 각종 병해충의 발생상황 및 분포조사

6. 갑자기 발생한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 4대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

병) 발생의 경우 타 병해충에 우선하여 방제함.

○ 산림병해충 발생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신종병해충 발생 빈도 및 기존병

해충 확산위험이 증가되는 가운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찰·방

제 체계 강화 및 적기방제로 인해 감소추세로 전환됨.

○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특별법 제정(’05년), 인력·예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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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확충 및 방제방법 보완 등 적극적인 방제를 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였으

나, 2013년 고온현상·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피해목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

○ 솔잎혹파리는 ’05-’08년까지는 증가되고, ’08년부터 다시 둔화하는 경향을 보

임(’13년 대비 4% 감소).

○ 솔껍질깍지벌레는 ’0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14년 대비 5% 증가).

○ 참나무시들음병은 ’04년 경기도 성남에서 최초 발생되어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극심한 이후 수도권

외곽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표 2-4.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단위 : h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89,955 371,539 353,125 290,404 225,345 167,084 137,397 122,267 110,049

(전년대비 증감, %) 23.56 -4.72 -4.96 -17.76 -22.4 -25.9 -17.8 -11 -10

소나무재선충병 7,871 6,855 6,015 5,633 3,547 5,123 5,286 11,550 9,644

솔잎혹파리 195,759 179,585 183,229 155,897 113,123 82,125 68,031 59,309 56,685

솔껍질깍지벌레 45,146 47,207 41,210 32,497 21,855 12,524 8,945 7,050 7,436

참나무시들음병 1,944 3,591 4,087 2,489 1,812 3,307 2,680 3,090 2,722

기타병해충 139,235 134,301 118,584 96,377 85,008 64,005 52,455 41,268 33,562

표 2-5.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천h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4 202 227 220 175 129 135 129 116

소나무재선충병 34 29 27 32 31 27 42 43 40

솔잎혹파리 26 48 57 55 28 16 13 12 9

솔껍질깍지벌레 8 10 21 26 20 10 5 3 2

참나무시들음병 1 4 5 5 4 2 5 5 4

기타병해충 115 91 97 87 79 62 70 6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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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후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

히 확산되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 수립(’13.10), 예산 및 방제인

력의 투입하여 ’15.4월까지 171만 본을 제거함.

○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병해충 발생예보발령 및

발생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고정조사구, 상습발생지 및 선단지 등

을 대상으로 각도 산림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예찰조사를 실시함.

 예찰조사결과에 따라 관할기관에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

별·지역별·피해도 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조사 결과에 따라 병해충 방

제계획을 수립

 병해충 방제사업은 발생조사 시기를 참고하여 우화최성기에 실행

표 2-6.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

구분 병 해 충 별 조사시기 구분 병 해 충 별 조사시기

해충 솔잎혹파리 5～9월 병해 소나무재선충병
3～4월
9～11월

솔껍질깍지벌레 4～5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4～6월

솔나방
4～6월
9～10월

잣나무털녹병 4～6월

미국흰불나방 6～9월 피목가지마름병 4～5월

오리나무잎벌레 5～7월 향나무녹병 4～7월

잣나무넓적잎벌 6～8월 잣나무잎떨잎병 4～6월

솔알락명나방 5～7월 벚나무빗자루병 4～5월

버즘나무방패벌레 6～8월 아밀라리아뿌리썩음병 5～8월

소나무좀
3～4월
7～9월

리지나뿌리썩음병 5～8월

밤나무해충 6～9월 대추나무빗자루병 6～7월

기타해충 5～9월 참나무시들음병 5～9월

기타병해 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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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조직은 현행 1부 4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예찰·방제는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내 예찰대응계가 담당하고 있음

(사무관 1명, 주사 1명, 주사보 1명)<그림 2-5>.

○ 각 과 및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식물검역과

▪ 수입식물 검역

 식물에 해로운 병해충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되는 모든 식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 실시

 병해충 부착 우려가 높은 식물류는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실시

▪ 국외 생산지 검역 및 조사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류에 대

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및 조사 실시

② 수출지원과

▪ 수출식물검역

 수출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로 수출 확대 기여

▪ 검역협상 추진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상을 통한 새로운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 국제협력

 식물검역관련 국제협상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

응하고, 국제기준 등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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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그림 2-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③ 위험관리과

▪ 병해충 위험분석

 병해충의 위험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병해충의 위험도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 제시

▪ 농업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 검사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LMO 및 사전 수입 승

인을 받지 않은 LMO 반입 여부 검사

④ 식물방제과

▪ 외래(해외)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상시 예찰을 통해 유입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

하여 방제함으로써 확산을 방지

▪ 격리재배 검역

 과수묘목 등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

된 장소에서 재배하면서 잠복 병해충 검사

▪ 친환경 소독기술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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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약제 개발 등 친환경적 소독

기술 개발

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조사·연구 사업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기법과 제도를 개발하고 외국과의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 식물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분야

 국내외 병해충 분포·생태조사 및 관리 방법 연구

 병해충 검색 및 분류동정법 개발

 미승인 LMO 검정법 개발

 과실파리류 등 기후변화 대비 발생예측 시스템 개발

▪ 식물검역 기술 개발·연구

 식물검역 병해충 분류동정법 개발

 식물검역 세균 및 파이토플라즈마 진단법 개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체계 확립

 식물검역 잡초 분류동정 및 간리방안 연구

 환경친화적 소독기법 개발

▪ 검역 현지 기술 지원 및 국제협력

 현장 및 실험실 검사기법 개발

 수출입 식물검역 소독기법 개발

 AGM(아시아매미나방) 등 검역관련 이슈에 대한 과학적 대응 논리 개발

 FTA 대비 상대국 검역정보 수집 및 분석

1.1.4.1. 업무현황

○ 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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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음.

 검역병해충은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중요

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

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

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

시하는 병해충

○ 최근 검역본부고시 개정(검역본부고시 제2016-5호)이후 관리병해충 수는 금

지병해충 73종(병 13, 해충 60), 관리병해충 1,942종(병 442, 해충 1,480, 잡초

20)으로 집계됨.

 규제비검역병해충은 49종 : 병 37종, 해충 2종, 잡초 10종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검역본부장은 병해

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

외할지의 여부와 법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

하게 되어 있어, 매 3년마다 개선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표 2-7. 식물검역 금지·관리 병원체 관리 현황
단위 : 종

구 분 계
병

해충 잡초
소계 진균 세균 바이러스

금지 73 13 5 6 2 60 -

관리 1,942 442 294 52 96 1,480 20

합계 2015 455 299 58 98 1,540 20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표 2-8. 규제 병해충 관리 현황

연도 추가 제외

2012 - 관리4종(병)

2013 금지1종(병), 관리2종(병) 관리5종(병), 잠정138종(병12, 해충126)

2014 관리9종(병) 관리7종(병)

2015 - 관리28종(병16, 해충12)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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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연도별 수출입식물 검역실적 총괄

구 분
연도

단위
'00(A) '10 '11 ‘12 '13 '14(B) '15(C)

대 비(%)

C/A C/B

합계 건수 천건 306 3,877 4,148 4,205 3,579 3,904 4,249 1,389 109

수출 건수 천건 76 80 73 73 71 75 80 105 106.7

수입

건수 천건(C) 230 3,797 4,074 4,133 3,508 3,829 4,169 1,813 108.9

검역
처분

천건(D) 28 89 91 89 110 124 132 393 106.5

처분
비율

(D/C,%) 12.2 2.4 2.2 2.2 3.1 3.2 3.2 25 97.8

○ 규제병해충은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개정고시(’12년)에 따라 최근 4

개년 간 규제병해충 재평가를 추진함.

 규제병해충에 대한 종합위험평가를 통한 목록조정으로 검역처분의 객관성

확보

○ 전체 수출입식물 검역실적은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015년 현재 전년 동기(건수) 대비 수출은 6.7% 증가('14년 75천 건, '15년

80천 건), 수입 8.9% 증가('14년 3,829천 건, '15년 4,169천 건)

 2015년 수입처분건수는 전년대비 2.2%감소

○ 검역수량을 보면 수출검역보다 수입검역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수출검역물량은 맥아, 옥수수전분 등의 수출증가로 곡류수출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 특작류 및 묘목류가 증가

 수입검역물량은 소나무각재 및 전나무원목의 수입증가로 수목류의 검역수

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종자류, 묘목류 등이 증가

○ 2015년 7월부터 모든 수입종자에 대한 진균배양검사 의무화 되었고, 채소·과

일·종묘류의 수입증가로 병충해 검출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병해충 검출건수는 ’14년 7,885건에서 ’15년 12,072건으로 53%증가하였는데

이중 규제병해충 검출건수는 ’14년 4,285건에서 ’15년 6,066건으로 42%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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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수출입식물 검역수량
단위 : 톤

합계
수출 수입

’15년 ’14년 대비(%) ’15년 ’14년 대비(%)

재식용

종자류 596 1,267 47 53,833 52,644 102

묘목류 14,683 12,935 114 65,570 65,055 101

구근류 440 527 84 46,835천개 48,222천개 97

비재식용

곡류 162,822 65,382 249 6,833,018 7,000,759 98

과실류 36,133 38,045 95 827,371 799,871 103

채소류 83,479 101,274 82 706,262 506,319 139

화훼류 17,424 32,106 54 121,240 101,197 120

수목류 633 977 65 2,567,586 3,168,781 81

특작류 15,080 13,068 113 369,687 384,788 96

사료류 106,723 185,164 58 17,261,693 17,849,446 97

표 2-11. 병해충 검출건수

합계 계 관리(금지) 규제비검역 잠정규제 비검역

‘15

병 2,973(1) 459(1) 14 45 2,455

해충 8,676(2) 1,918(2) 7 3,538 3,213

잡초 425 80 4 1 340

계 12,074(3) 2,457(3) 25 3,584 6,008

‘14

병 1,839(3) 260(3) 10 42 1,527

해충 5,849(1) 1,518(1) 7 2,402 1,922

잡초 197 20 24 2 151

계 7,885(4) 1,798(4) 41 2,446 3,600

 규제병해충 중 해충이 78.1%, 병이 18.7%를 차지

 금지병해충은 중국산 고추종자에서 감자꺌쭉병이 1회, 인도네시아산 안스

리움삽수에서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2회 검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9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식량작물 위주의

병해충 예찰과는 별도로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시

작하였음.

 1970년대 후반부터 외래해충인 온실가루이를 비롯하여 1988년에는 벼물바

구미가 국내에 발행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필

요성이 크게 대두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0년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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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경로를 조사하여 수입검역 강화로 재유

입을 차단하고 공적방제 업무에 활용

 2016년 7월 기준 32종(해충 16종, 병 15종, 잡초 1종)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7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표 2-1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현황

구분 역학조사 대상 병해충 및 잡초

‘10

병(1종) 감자걀쭉병

해충(8종)
가루깍지벌레, 나무좀(Xyleborus sp, Cryphalus sp), 산스베리아 깍지벌레,
긴꼬리가루깍지벌레, 포인세티아 총채벌레, 미국선녀벌레, 잔디왕바구미

잡초(1종) 캐나다엉겅퀴

‘11
병(9종)

복숭아괴저반점바이러스(INSV), 사탕무황화위축바이러스,
팔레놉시스세균갈색무늬병, 딸기세균모무늬병, 블루베리붉은원형반점병,
국화위축병, 캔터키블루그라스잎마름병, 난괴저점무늬병, 고추세균점무늬병

해충(4종) 꽃매미, 가루깍지벌레류, 블루베리혹파리, 양난혹파리

‘12 해충(2종) 바구미류, 클로버씨스트선충

‘13
병(3종)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TYMV), 토마토황백바이러스(ToCV),
질경이모자이크포텍바이러스(PIAMV)

해충(1종) 해바라기방패벌레

‘14
병(2종)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 참다래 궤양병(PSA3)

해충(1종) 바나나좀나방

‘현재 진행중
(2016년 7월
기준)

병(5종)
당근세균성마름병, 배화상병, 자두곰보병, Peach latent mosaic

viroid(PLMVd), Tobacco Streak Virus(TSV)

해충(2종) 오리엔탈과실파리류, 흰개미

1.2. 지방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예시)

○ 지방의 식물병해충 예찰업무는 농촌진흥기관인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

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산림병해충의 경우는 예찰·방제업무 모두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부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검역본부

는 지역본부, 사무소 등에서 공항, 항만, 수입식물재배지, 수출식물재배단지

등 담당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조직에서 병해충 예찰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조직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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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술원에서는 웹기반의 예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의 식물병해충 방제업무는 식물방역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였지만, 식물방역법 개정 이후에는 중앙에서 병해충

방제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동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개정된 식물방역법에서는 지방에서의 병해충 방제업무를 위해 시·도병해충

예찰·방제단,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음.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조

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병해충 방제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평상시에는 일반 및 돌발·외래병해충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시 긴급방제 및 입회와 지도 임무 등

종합적인 긴급지원을 담당함.

○ 농촌진흥청에 설치된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는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에게 병해충 진단실·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병해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기술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전체적

인 예산제약과 함께 시군단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식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예산은 방제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

방의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라인에서 방제예산을 일부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진흥과에서

농작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

 충청남도 시·군의 경우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등 일부 시·군의 농정관련

부서에서 농작물병해충 방제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에서 식물병해충 방제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방제업무는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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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병해충 담당 직원이 병해충 발병 시 농약구입을 위

해 즉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

으로는 도기술원에서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행정부서에서 협조하는 방제업

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병해충 방제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시·군 행정기관의 경우도 전반적인 병

해충 방제 예산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주요 농작물과 관련된 병해충

방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며, 방제작업도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

술센터 품목담당자들이 생산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체계임.

○ 일반적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영농기술 지원기관이므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은 가능하지만, 병해충 발생 농작물과 재배시설

등을 강제 폐기처분 등의 행정업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동장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함.

 특히, 2012년 병해충 방제 기능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 시 지방조직에서는

관련 인력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식물병해충 전문가가 아닌 품목담당자

들에 의한 방제작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의 현장방제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에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기술부서 일원화 추진을 위해 병

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농경지가 5천ha 미만인 지자체 등을 제외한 133개(광역 13, 시군 120) 지

자체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2016년 6월 31일 기준).

표 2-13.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 1 11 11 9 15 14 18 22 18 120

표 2-14. 지자체별 식물방제관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인원 5 7 5 8 1 2 3 4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65 36 78 51 44 89 5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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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제관은 2016년 6월 기준 전국에 541명이 운영되고 있음.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도에서 추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며, 체계

적인 교육을 통해 병해충 전문가로 육성하게 됨.

○ 식물방역법에 따라 지자체가 식물방제관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

함으로써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man power)은 충

분하지 않은 상황임.

 지자체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는 도 농업기술원(기술개발국, 연구개

발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연구보급과 등)에서

담당함.

 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기술보급과 소속 직원 1인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를 담당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식량작물팀이나 과수 등 품목 담

당자가 해당 품목의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로만 보면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최소 1인에서 많게는 3～5명이지만 이들 직원들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기술지도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2016년에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각 기관별로 평균 0.4명으

로 조사됨.

1.2.1. 도농업기술원

1.2.1.1. 경기도농업기술원

○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식물병해충 전담인력과 조직은 전담팀(3명)에서 담당자(1

명) 체계로 축소되어 행정적 기반구조가 취약함.

 예전 작물기술과(8～9명)에서 식량작물과 병해충 담당

 현재 담당자 1인의 업무 구성은 병해충 50%, 농업재해·기상 등 기타 50%

(최근 선녀벌레와 화상병 등으로 병해충 업무 비중이 60∼7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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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연구 인력은 2명으로 환경농업연구과 농업생물팀에 배

치함.

 병해 1명(작물병해방제연구), 충해 1명(작물해충방제연구)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 시 기술보급과와 협력

자료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그림 2-6.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 현재 병해충 담당자의 소속은 기술보급과이며 과장을 포함 11명임.

 기술보급과에서는 원예, 특작, 벼농사 등 광범위한 품목의 기술보급을 관리

 1인이 최소 2개 이상 업무 담당(예 : 채소+화훼)

 식물병해충의 예찰·방제 업무는 기술보급과 식량기술팀 소속 1인이 담당

 과 전직원이 식물방제관으로 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예찰시 모두 참여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기술부서 일원화 추진을 위

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식물방역법 제31조 4항).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설치하고, 구성은 단

장(농업기술원장), 부단장(기술보급국장), 총괄대책반장(기술보급과장), 병해

충평가반장(환경농업연구과장), 식량기술팀장, 농업생물팀장 등 20명 내외로

이루어짐.

http://nongup.gg.go.kr


- 29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평상시에는 일반 및 돌발·외래병해충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시 종합적인 긴급지원을 담당함.

 총괄대책반은 긴급방제 및 입회와 지도 임무 담당

 병해충평가반은 병해충 발생 분포 조사와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담당

자료 : 경기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그림 2-7.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직도

1.2.1.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충청남도농업기술원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유사하게 병해충 관련 전담 조직

과 인력 측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1990년대에 방역계(3명) 수준에서 현재는 식량대책계 1인이 담당

 식물병해충 담당 직원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이외에도 타업무를 병행

○ 도기술원 내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 인력은 총 5명으로 기술개발국 농업환경

과 내 식물병리팀 3명, 작물해충팀 2명이 배치됨.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 시 기술보급과와 협력

○ 충청남도농업기술원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기술부서 일원화 추진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식물방역법 제31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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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cnnongup.net)

그림 2-8.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자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그림 2-9.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직도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와 충청남도 관련 조례에 따

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에 설치하고, 구성은 단장(농업기술원장), 총괄대책

반 8명, 병해충평가반 7명, 행정지원반 7명으로 이루어짐<그림 2-9>.

○ 총괄대책반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긴급방제 계획수립 및 실시, 병해충

발생 현지확인 및 조치, 공적방제 명령시달 및 조치확인, 관련 교육 실시 등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병해충평가반은 주요 병해충 및 돌발·외

래병해충 예찰, 방제대상 병해충의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참여, 병해충 위험

성 평가 등 병해충 발생 예찰·위험성 평가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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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군농업기술센터

1.2.2.1. 안성시농업기술센터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는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에

서 담당하고 있음<그림 2-10>.

 식량작물(일반/수도작/공동방제/과서무) 담당자 1인

 병해충예찰/쌀품질분석 담당자 1인

 지방자치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병해충 관련 인력과

조직은 변경 이전의 40% 수준으로 감축

○ 식량작물팀의 경우 식량작물과 수도작 관련 병해충이 주요 업무인 관계로 다

른 품목의 병해충 예찰은 해당 품목 담당자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화상병의 경우 과수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소득기술과 과수기술팀에서 담당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품목별(부류별) 담당자의 임무

 품목담당자가 병해충, 약제, 농가지도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역량은 부족

○ 과수기술팀은 과수특화 및 사과 배를 담당하는 팀장 1인과 포도, 병해충예찰,

시범포운영을 담당하는 지도사 1인 등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존재함.

자료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anseongrgo.go.kr)

그림 2-10.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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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병과 같은 금지병해충의 경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읍면동 상담

소 직원이 공동으로 예찰 수행

○ 식물병해충 방제작업은 시장(군수)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서 담당하게 되지만 센터 내 식물병해충 방제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센터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함.

1.2.2.2.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는 연구보급과 식량작물팀에

서 담당하고 있음<그림 2-11>.

 식량작물팀 내 1인이 수도작/종자/병해충 업무를 담당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품목 담당자가 병해충 예찰 업무를 담당

○ 2012년 병해충 방제 기능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 시 지방조직에서는 관련 인

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음.

 돌발병해충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움 존재

○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 시 행정적 권한(예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열람, 인력

동원 등)이 필요하지만 센터에서는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방제 시 어려

움이 존재함.

자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그림 2-11.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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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북부지방산림청

○ 산림청 소속의 지방산림청은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의 5개 지방산림청이

있음. 지방산림청은 산림조사, 산림경영, 자원조성, 국유림경영, 삼림토목, 양

묘사업, 조림숲가꾸기 사업, 산림사업이력관리, 산림문화복지, 종묘 등의 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 국유재산관리, 자원조성, 산림토목, 보호관리, 산

림경영, 차량관리·운행, 산림문화업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업무 산림유

전자원, 산림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18명, 병충해담당 1명), 산림경

영과의 3개 과와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양구의 6개 국유림관리소로 조직

되어 있음.

① 춘천국유림관리소 : 2개 도의 4개 시·군 담당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가평군과 춘천시,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원 32명 중 산림병해충 업무는 3명이 담당하고 있음.

② 홍천국유림관리소 : 1개도의 3개 시·군 담당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원42명 중 산림병해충 업무는 3명이 담당하고 있음.

③ 서울국유림관리소 : 3개 시·도의 46개 시·군·구 담당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원 31명

중 산림병해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음.

④ 수원국유림관리소 : 3개도의 17개 시·군 담당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수원시 외 16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원

31명 중 산림병해충 업무는 3명이 담당하고 있음.

⑤ 인제국유림관리소 : 1개도의 1개 군 담당

 인제국유림관리소는 강원도 인제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원 29명 중 산림

병해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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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그림 2-12. 산림청 지방조직

⑥ 양구국유림관리소 : 1개도의 1개 군 담당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강원도 양구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원 19명 중 산림

병해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음.

○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재해예방 및 보호 외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분야 재해 관련 인력은 담당 산림면적과 다른 분야의

인력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1.2.4.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지역본부는 인천공항, 영남, 중부, 서울, 호남, 제주

등 6개소가 있음.

 각 지역본부는 관할구역은 상이하지만 식물병해충 관련 주요 업무는 휴대

식물검역, 수출입식물검역, 재식용 식물검역, 화물 수출입 식물검역, 해충

분류동정,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역학조사, 세균·잡초 분류동정 등임.

○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연계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

송화물을 포함한 국제항공화물의 90% 이상, 항공국제우편물의 100%를 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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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그림 2-13.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17명), 휴대품검역과(60명), 화물검역과(44

명), 특수검역과(26명), 시험분석과(15명)로 구성됨.

○ 영남지역본부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부산항 기능재편과 부산신항의 활성화로 농·축산물 검역물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영남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15명), 축산물위생검역과(19명), 식물검역과(27

명), 시험분석과(13명), 가축질병방역센터(5명), 김해공항사무소(16명), 부산

신항사무소(25명), 신선대사무소(8명), 대구사무소(13명), 양산사무소(5명),

창원사무소(14명), 김해사무소(5명), 구미사무소(6명), 울산사무소(5명)로 구

성됨.

○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인천·대전광역시, 경기·충청도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국 수입곡류의 70%, 목재류 50%, 수출식물의 54% 이상

을 검역하고 있음.

 중부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9명), 축산물위생검역과(12명), 식물검역1과(22

명), 식물검역2과(12명), 시험분석과(10명),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6명), 천

안가축질병방역센터(5명), 평택사무소(18명), 용인사무소(10명), 청주사무소

(14명), 천안사무소(11명), 의왕사무소(7명)로 구성됨.

○ 서울지역본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육로를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일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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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출물량의 58%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12명), 축산물위생검역과(9명), 식물검역과(9명),

전염병검사과(8명), 가축질병방역센터(7명), 김포공항사무소(13명), 속초사무

소(12명)로 구성됨.

○ 호남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3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관

내에는 무안국제공항 등 4개의 공항, 군산항 등 5개 무역항, 진도·흑산도 등

11개의 연안항이 있으며, 목재류(전국의 35%), 수출배(전국의 37%)에 대한

검역 비중이 높음.

 호남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8명), 축산물위생검역과(10명), 식물검역과(6명),

시험분석과(6명), 가축질병방역센터(6명), 광양사무소(10명), 광주사무소(10

명), 전주사무소(5명), 무안공항사무소(6명)로 구성됨.

○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제주 특산물인 감귤, 양

배추 등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병해충예찰, 방제 지도

등의 검역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주지역본부는 운영지원과(7명), 축산물위생검역과(8명), 식물검역과(9명),

제주공항사무소(10명)로 구성됨.

1.3.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분석

1.3.1. 현행 예찰·방제 업무 구분

○ 각 기관(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방제 업무를 크게 구

분하면 아래와 같음.

○ 공통(예찰·방제)

 예찰·방제 기획 및 계획 수립, 예찰·방제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 예찰·방제 규

정, 제도 수립 및 지침 수립, 예찰·방제 시스템 운영, 기타 예찰·방제 관련(유

관기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각종 사업추진), 예찰·방제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예찰

 식물병해충 예찰(예찰포 운영 및 조사), 예찰자료 분석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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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공적방제, 공동방제 및 협업방제 포함)

 돌발병해충 방제(긴급방제 포함)

 방제인력구성 및 운영(방제단 및 대책본부 등)

 병해충 방제 예산관리

 병해충 방제 통계관리

 병해충 방제 교육 및 훈련

1.3.2. 기관별 현행 예찰·방제 업무 체계

1.3.2.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에서 병해충 상황이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비상설조직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야하며, 병

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 병

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원,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방제작업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과의 업무협의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위와 같은 농식품부의 역할 또는 임무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비래해충,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의 경우 예찰·방제

의 관심, 주의, 경계단계에서는 예찰방제 및 해충 정보를 관계기관들과 공유

하며, 심각단계에서는 대상 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예

산 및 인력) 지원, 해충 방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운영,

해충 방제를 위한 농기계·농자재 확보 지원, 해충 관련기관의 방제활동 역할

및 지원 협의 등을 담당하게 됨.

○ 검역병해충 공적방제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시 식물방역법 개정 등

의 역할과 방제확인 등의 임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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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의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음.

 예찰조사
▪농촌진흥청(중앙병해충예찰단)
▪도농업기술원(시·도병해충예찰단)
▪시군농업기술센터(시·군·구병해충예찰단)


분류동정 ▪국립농업과학원


위험평가 ▪병해충 위험평가위원회


분포조사

▪농촌진흥청(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도농업기술원(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시군농업기술센터(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

역학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공적방제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의결)
▪중앙병해충방제단
▪시·도병해충방제단
▪시·군·구병해충방제단


방제확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

○ 중앙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지방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1)
(농촌진흥청)

예찰반
총괄대책반
(농촌지원국)

기초기술대책반
(국립농업과학원)

식량작물대책반
(국립식량과학원)

원예작물대책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9)
(시·도) 방제반

예찰반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122)

(시·군·구)
방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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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일반병해충 및 비래병해충, 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일반병해충에 대한 업무체계와 비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업무체계가 구분되어 있음.

○ 일반병해충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업무구분
농진청(재해대응과, 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시도/시군구

⇓ ↓ ↓

예찰
농경지(농작물재배포장,

우심농경지
→
←

농경지(관찰포, 취약지,
일반농경지 등)

⇓ ↓ ↓
병해충발생

의심포장시료채취
일반병해충 발생포장
(농지)시료채취

→
←

병해충 발생 의심포장(농지)
도원 경유 농진청에 의뢰

⇓ ↓ ↓

시료채취 분석의뢰
농진청(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도원,시군센터,농가
→
←

도원, 시군 업무 담당자 의뢰

⇓ ↓ ↓

병해충 시료분석
농진청(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도원(연구부서)
병해충 시료분석 결과

전화확인
↓ ↓

⇓ 분석결과 병해충 미발생 포장은 전화(이메일)통보
↓ ↓

전문가 분석결과 통보
분석결과 통보

농진청(농과원,식량원,원예원)
도원연구부서→의뢰기관

분석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음

⇓ ↓ ↓
전문가 검토에 대한
실무자 검토

전문가 검토에 따라 협의회 개최준비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정보
제공(발생시기, 피해면적 등)

⇓ ↓ ↓

방제협의회 개최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 검토 및 협의
병해충 발생 정보 보고 및

제공
⇓ ↓ ↓

회의 결과 통보
방제수준에 따라 공문발송(재해대응과

→ 시도/도원)
방제수준에 따라 공문시행 및
홍보(도원→시군센터)

⇓ ↓ ↓

방제 활동 전개 수준에 맞는 방제활동 전개
방제현장 기술지원
(지방지도기관)

⇓ ↓ ↓

방제 결과 보고
병해충 발생면적 또는 방제실적 수집

정리
병해충 방제결과

보고(시군센터→도원→농진청)
⇓ ↓ ↓

연말 평가회 개최
우수기관 시상 및 관계자

업무협의(발전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

평가회의 참석 관계자
협의(도원/시군센터)

⇓ ↓ ↓
사업계획에 반영 농촌진흥청



- 40 -

○ 비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업무구분
농진청(재해대응과, 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시도/시군구

⇓ ↓ ↓

발생상황 모니터링
기상, 농경지(농작물재배포장,

우심농경지
→
←

농경지(관찰포, 취약지,
일반농경지 등)

⇓ ↓ ↓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병해충 예측정보 제공
→
←

병해충 발생 의심포장(농지)
도원 경유 농진청에 의뢰

⇓ ↓ ↓

시료채취 분석
농진청(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도원(연구부서)
→
←

도원, 시군 업무 담당자 의뢰

⇓ ↓ ↓

병해충 분류동정
농진청(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도원(연구부서)
병해충 시료분석 결과

전화확인

↓ ↓

⇓ 분석결과 병해충 미발생 포장은 전화(이메일)통보

↓ ↓

동정결과 통보
발생현황 통보

농진청(농과원,식량원,원예원)
도원연구부서→의뢰기관

→ 의뢰기관에서 통보받음

⇓ ↓ ↓

방제정보 전문가 검토
요청

재해대응과는 발생정보에 대한 전문가
분석 의뢰

자체 실제조사 실시(경작자,
지번, 지적, 면적 등)

⇓ ↓ ↓

방제협의회 개최 비래·돌발병해충 방제대책 수립 ←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 ↓ ↓

회의 결과 통보
방제대책 공문발송

(재해대응과 → 시도/도원)
→ 피해최소화 긴급방제 추진

⇓ ↓ ↓

방제 활동 전개 방제기술지원 방제현장(농가) 기술지원

⇓ ↓ ↓

방제 결과 보고
병해충 발생면적 또는 방제실적

제출(시도/도원)
←

병해충 대처상황
파악(시군센터→도원→농진청)

⇓ ↓ ↓

연말 평가회 개최
우수기관 시상 및 관계자

업무협의(발전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

평가회의 참석 관계자
협의(도원/시군센터)

⇓ ↓ ↓

사업계획에 반영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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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 발생이 심각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도기술원, 시군농

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작물보호협회,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도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체계도는 <그림

2-14>와 같음.

자료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그림 2-14. 일반병해충(심각단계) 예찰·방제 업무 체계도

○ 검역병해충은 식물방역법상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

해충으로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과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

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병해충 또

는 관리병해충을 의미함.

○ 검역병해충은 식물방역법 제31조와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

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적방제 업무 체계를

따르게 됨.

○ 공적방제의 업무 체계는 <그림 2-15>와 같으며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예찰(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② 분류 및 분석(농업과학연구원) ③

방제(시군, 농업인) ④ 방제(박멸)확인(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공적방제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 주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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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찰

 검역병해충 예찰 주체는 농촌진흥기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작물재배포

장, 우심농경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

 농가신고 등 의심병해충 발생 시 즉시 분류동정을 의뢰

 검역병해충 발생 시 공적방제 계획 수립 후 즉시 방제명령

나. 분류동정과 분석

 병해충 분류동정

Ÿ 담당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기

술원 연구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Ÿ 의뢰 병해충의 분류, 생리·생태, 방제방법 등 분류동정을 실시

 분류동정 결과 통보

Ÿ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에서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를 농촌진흥청, 농

림축산검역본부, 해당 시도에 통보

 분포조사

Ÿ 농촌진흥청은 발생지역을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 통보

Ÿ 시도지사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역학조사

Ÿ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발생현황 및 피해의 정도,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경로, 기타 방제를 위한 역학조사 실

시(일반병해충은 미실시)

 위험평가(병해충 위험평가위원회)

Ÿ 국립농업과학원은 위험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병해충의 공적방제 추진

여부를 결정

다. 방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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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그림 2-15. 검역병해충 예찰·(공적)방제 업무 체계도

Ÿ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추진여부 결정 시까지 약제 살포 등의 조치를 시행

Ÿ 현재 과실파리류와 같이 농경지가 아닌 도심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

충은 지자체 협조 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긴급조치 실시

 병해충 방제대책회의

Ÿ 농촌진흥청은 방제대책회의를 통행 해당 병해충의 공적방제 추진과 방제

방법 등을 결정

 공적방제 계획 수립

Ÿ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는 병해충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지역 및 기간,

대상 병해충의 종류 등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방제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적방제 명령서 발급

Ÿ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지사(긴급명령일 경우 식물검역본부장 포함)는 방

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방제명령서를 발급

Ÿ 방제명령서에는 대상자, 조치내용, 품목, 장소, 기간, 소재지, 조치방법 등

을 기재

Ÿ 방제명령 시행 14일 전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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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방제 추진

Ÿ 방제 대상지역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Ÿ 식물방제관이 방제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및 감독

Ÿ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한 공적방제 병해충은 식물검역관이 참석

라. 방제확인

 방제결과 보고

Ÿ 시군에서는 방제완료 후 방제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농

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입력

Ÿ 방제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에는 매 연도별 이행사항 보고

 손실보상금 청구

Ÿ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

○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를 관련 예

찰·방제단과 대책회의별로 구분하면 <그림 2-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자료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그림 2-16. 예찰·방제단 및 관련 회의로 구분한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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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찰·방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업무구분 산림청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 ↓ ↓

예찰 예찰 예찰. 방제단 운영

⇓ ↓ ↓

감염의심목 신고접수 및
시료채취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대책회의,
중앙역학조사 지시

국립산림과학원 : 발생경로 확인 및
역학조사반 구성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입산통제구역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

⇓ ↓ ↓

시료접수 및 감염확인
비상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광역 긴급 지역 대책회의 개최

이동단속초소 설치 및
비상대책본부 운영

⇓ ↓ ↓

현장정밀조사 실시
피해지 주변 3km 이내 발생상황 및

지역 역학조사 실시

관내 특별이동 단속반 운영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

⇓ ↓ ↓

최종 감염판정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및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고

해당 시 도에 통보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

↓ ↓

긴급 방제조치 대응요령에 의거하여 단계별 추진 피해지역 방제

⇓ ↓ ↓

방제결과 보고
전국 일제조사 지도 및 중앙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방제사업 이동단속 실태 점검

피해지역 방제사업 결과보고

⇓ ↓ ↓

사업계획에 반영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외에도 일반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등에 대한 협조체계는 별

도로 구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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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조직) 산림청장이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

 산림병해충방제의 주체는 산림청장과 예찰·방제기관의 장이며 직접 실행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시·도지사(시장·군수)임.

○ (발생예보) 예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예보

○ (예찰)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

역에 대해 예찰

 예찰·방제기관의 장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기관을 말함.

○ (방제)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명령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접방제

 산림소유자의 자가 방제가 기본 원칙이나 산림소득이 없어 자가 방제는 이

루어지지 않으며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직접방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손실보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도 전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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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방제활동을 수

행하며 해외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국경 이전

해외병해충

예방 수입요건 생산지검역

↓ ↓ ↓

국경 차단 국경검역 국경검역

↓ ↓

국경 이후

조기 탐지 수입지 예찰(검역본부 ↓

병해충 일반예찰
(농진청,산림청, 대학 등)

↘ ↙

↓ 탐지

↙ ↘

박멸 박멸 정착

↙

↓ 피해발생

↓

방제 적정 방제법 적용

↓ ↓

외래병해충
유입

방제실패

○ 주로 국경 이전과 국경에서의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경 이후의 예찰·

방제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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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해외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는 다음과 같음.

예측. 분석 예측, 분석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청

↓

감시

감시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청

↓ ↓ ↓ ↓

진단 자체진단 자체진단 자체진단

↓

대응

위험평가
병해충 위험평가 위원회
(농진청:농과원,검역본부)

중앙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 ↓ ↓ ↓

역학조사 검역본부

↓ ↓ ↓ ↓

대책회의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위원회

(농진청,검역본부)

중앙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 ↓ ↓ ↓

방제명령 농진청 산림청

↓ ↓ ↓ ↓

방제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청

복구 계획수립 농진청 산림청

○ 감시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응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함.

○ 그러나 방제명령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리지만 방제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산

림의 경우 산림청에서 개별적으로 방제명령을 내리고 방제를 수행하고 있으

므로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음.

1.3.2.5. 식물병해충 발생 상황별 관련 기관의 업무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해충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의 담당 업무는 발생 상황

에 따라 상이하게 됨.



- 49 -

○ 병해충 발생 상황은 4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정

한 단계의 판단기준은 다음 <표 2-15>와 같음.

○ 병해충 발생 상황 단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

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식물병해충 관계 기관의 조치사항이 상이하며, 구체

적인 내용은 <표 2-16>과 같음.

표 2-15. 식물병해충 발생 상황의 판단기준
상황 판단기준

관심
(Blue)

∙농가신고등외래·돌발병해충의발생정보입수
∙과거에외래·돌발병해충이발생한시기, 지역및작물의이상징후
∙중국·일본등인접국가에서대규모병해충발생및국내유입징후

주의
(Yellow)

∙지역적규모의외래·돌발병해충발생
∙과거에외래·병해충이발생한시기, 지역및작물에서지역적규모의동종병해충발생
∙중국·일본등인접국가에서대규모로발생한병해충이국내로유입

경계
(Orange)

∙지역적규모로발생한외래·돌발병해충이타지역으로전파
∙ 과거에 외래·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작물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
역으로전파
∙중국·일본등인접국가에서대규모로발생한병해충이국내로유입되어타지역으로전파

심각
(Red)

∙지역적규모로발생한외래·돌발병해충이타지역으로전파되어전국적확산징후
∙ 과거에 외래·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작물에서 지역적 규모로 발생한 동종 병해충이 타 지
역으로전파되어전국적으로확산징후
∙중국·일본등인접국가에서대규모로발생한병해충이국내로유입, 타지역으로전파되어전국적확산징후
∙병해충발생피해로인하여해당작물의수급, 가격안정및수출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징후

자료 :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 지침(2012∼2016), 농림축산식품부

표 2-16. 식물병해충 발생 상황별·기관별 조치사항

상황
기관별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관심
(Blue)

①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정보 제
공

①예찰강화
②현지조사
③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정보 교환

①예찰강화
②현지조사
③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정보 교환

①검역강화
②현지조사
③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정보 교환
④관할구역에 대
한 외래병해충 상
시예찰

①예찰강화
②방제단 점검

주의
(Yellow)

①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정보 제
공

①확산방지임시조치
②분포조사
③위험도평가
④방제대책회의
⑤방제명령 및 방
제지도

①확산방지 임시
조치
②분포·역학조사
③위험도평가
④방제대책회의
⑤방제추진

①검역 및 예찰
강화
②역학조사
③해외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④긴급조치

①확산방지 임시
조치
②예찰강화
③방제계획보고
④방제명령

경계
(Orange)

①기관간 예찰·
방제 협조 체계
점검

①예찰강화
②방제명령 및 방
제지도

①예찰강화
②방제추진 및 방
제지도

①검역 및 예찰
강화
②해외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①예찰강화
②방제계획보고
③방제명령 및 방
제지도

심각
(Red)

①병해충 예찰·
방제대책 본부
설치(방제 지휘)
②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①방제추진 및 방
제지도

①방제추진 및 방
제지도 ①방제지도 ①방제추진 및 방

제지도

자료 :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2012∼20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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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관별 현행 정보체계

1.3.3.1.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예찰·방제를 위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을

운영하고 있으며 NCPMS는 국가병해충 예찰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체

계적인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도입함.

 NCPMS에는 병해충 발생 조사자료 관리,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병해충

발생 경보체계, 방제의사결정 지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과수종합정보시스템, PMS(Pest Management System) 등에서 병해충 관련

기능을 추출하여 시스템을 통합하였으며 모바일 및 SMS이용 조기경보 기

능, 실시간 관제시스템, 병해충 도감 DB 구축 및 병해충 자가진단, 의뢰진단

시스템, 병해충 민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신속 대

응 및 전국의 병해충 발생상황 조기 파악이 가능함.

○ NCPMS의 개념도는 <그림 2-17>과 같음.

그림 2-17.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개념도(N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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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NCPMS의 기상자료를 이용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방법

그림 2-19. NCPMS의 이용자 제공 정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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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NCPMS 상 정보는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 및 돌발병해

충 등의 종수가 제한적이며 분석정보가 적음. 또한 농약정보의 지침이나 사

용법 등의 관련정보가 부족하고 진단 정보와 방제정보가 연동되어 있지 않

으며, 일반사용자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임.

1.3.3.2. 산림청

○ 산림청은 예찰·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 시스템에는 예찰/발생조사, 방제계획 및 실적관리, 반출금지구역관리, 이

동감시초소관리, 병해충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음.

○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를 포함하며 예찰/발생뿐만 아니라 방제계획 및 실적까지 시스

템 상으로 관리가 가능함.

○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소나무의 반

출금지구역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고사목

현황, 병해충 방제 이력 현황, 병해충 발생예보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0.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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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산림병해충 연구자료 및 도감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림병해충 이외의 일반병해충 또는 해외병해충 등의 정보

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료, 도감 등의 정보 및 원문은 국립산림과학

원 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음.

1.3.3.3.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정보시스템과 병해충예찰방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병해충정보시스템에서는 병해충정보, 검역실적, 검역정보, 검사법 및 매뉴얼,

평가 및 동정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함.

그림 2-21. 병해충정보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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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에서는 예찰장소관리(GPS 위치정보 등록 가능), 금지해

충트랩조사, 유아등조사, 포장 순회조사, 공중포충망 조사, 정밀검사의뢰, 예

찰조사보고서,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예찰전문요원 관리가 가능함.

1.3.3.4. 식물병해충 정보 체계의 문제점과 방제대책 협의체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별적인 시스템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스템 상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하여 초기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

○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은 없으나 2016년 5월에 “방

제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방제대책 협의체”는 정부 3.0 추진 돌발병해충 협업방제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 및 개방화로 인한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됨.

 방제대책 협의체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

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시·도 지자체 인력으

로 구성되어 있음.

 돌발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수시로 방제방법을 도출하고 연구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

1.3.4. 현행 예찰·방제 체계의 주요 쟁점

1.3.4.1. 예측·분석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각각 예측 또는 분석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나 예측·분석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가 연동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해외병해충 발생정보에 대한 통합DB, 해외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조기

경보 통합시스템 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각 기관별 예측·분석에 용이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보공유시스템이 미흡하여 각 기관의 예측·

분석에 비효율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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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대상병해충 및 중점예찰병해충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요 업무 및 관심 병해충이 다름.

○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경지, 과수원의 일반병해충을 담당하며 돌발병해충(외

래병해충 및 토착병해충) 및 비래해충 등 병해충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

함.

○ 산림청의 경우 산림지역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산림병해충에 집중하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22종의 중

점예찰병해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주로 외래병해충에 집중하여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조기탐지하여 차단하고자 함.

 특히, 금지병해충 73종을 중점적으로 예찰함.

1.3.4.3. 관할구역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심병해충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구

역도 다름.

○ 농촌진흥청은 일반 농경지 등 국내 전반적인 영역을, 그리고 산림청은 산림

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공항만이나 수출단지 등을 관할함.

1.3.4.4. 민간협력체계

○ 농촌진흥청은 민간 협력체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있음.

○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50개단(1,000명)을 투입하여 연중 예찰 및

방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국·공립나무병원 13개소, 수목진단센터 8개소를 운

영하여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지원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전문요원 25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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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지자체 협력체계

○ 농촌진흥청은 시·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예찰·방

제에 대한 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각 지

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지방산림청 39개

단, 지방자치단체 211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단을 4∼5명으로 구성하여

총 1,000명에 해당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자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1.3.4.6. 병해충진단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병해충에 대한 진단업무

를 수행하고 있음.

○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과 지방산림청, 시·도 산림관련연구기

관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고자 하며 병해충에 대하여 식물

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 진단함. 그러나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조직

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는 외래병해충여부, 방제방법 등 병해충 위험평가를 결

정하는 기구로서 그 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 고시로 정함.

○ 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의 재해대응과장, 국립농

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이며,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

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 및 위원장이 추천한 병해충 관련 전문

가 5명 이내로 추가 구성될 수 있음.

○ 병해충예찰방제대책위원회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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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구성되며 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 고시로 정함.

○ 병해충예찰방제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의 재해대응과장, 연

구운영과장, 운영지원과장,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의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 및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식물방제과장이며, 추가적으로 대책회의에서 결정할 주요사항과 관련

된 해당 시·도 예찰·방제단장이나 시·군·구 예찰·방제단장 및 의장이 추천하

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경우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국립농업과학원)에서 분류동정

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 국내자생 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

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함(농

촌진흥청고시 제 2013-20호).

○ 위험평가 단계에서 고려하는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발견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말미암은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등

○ 산림청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찰조사를 하여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발생예보를 하며, 중앙·지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발생

조사 및 방제를 실행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해외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

으며 병해충 확인·위험평가·위험관리 3단계를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

한 단계의 위험분석만을 실시할 수 있음(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2-1

호).

○ 위험평가 단계에서 유입가능성·정착가능성·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항목별 위험평가요소를 평가하며 각 호·목별 위험요소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위험도를 높음(3)·중간(2)·낮음(1)으로 평가하며

각 호·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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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입가능성
가. 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수출국 재배지내 발생정도)
나. 수확물에 병해충 부착가능성(선과, 상품화 과정)
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기간․생육단계)
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
마. 도착지 검사에서 병해충 검출의 난이도

2. 정착가능성
가. 기주범위(여러개 과, 단일 과, 단일 속의 여러 종 또는 단일 종 여부)
나. 국내에 적당한 기주의 존재여부 및 그 분포범위(전국, 일부지역, 특수시설)
다.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건)
라. 병해충 매개체의 국내 존재 여부(전국, 일부지역 등)
마.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등)

3. 정착 후 확산가능성
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인위적)
나.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국부·전신감염, 발생회수, 산란수, 단위생식)
다. 방제의 난이도(생물적·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

4. 경제적 중요성
가. 경제적 주요 기주식물의 존재범위에 따른 경제적 영향(전국적, 지역적, 국지적)
나.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주요 농작물 생산량 감소·품질변화 등)
다.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
라. 방제․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
마.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생물다양성, 위기·보호종 서식처 등)

1.3.4.7. 방제명령 및 방제수행

○ 외국에서 침입한 해충이나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토착해충 중에서 발생이 많

은 해충에 대한 방제를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명령하는 것으로 공항만 및

수출단지, 일반농경지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방제명령 및 방제를 수행함.

○ 산림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이 산림소유자 등에 대하여

방제명령을 하고 방제가 소홀하거나 방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등은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에서 직접 방제함.

1.3.4.8.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 일반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분포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함.

○ 산림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조사는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 및 시·도에서 실행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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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현행 예찰·방제 업무 체계의 문제점

1.3.5.1. 대상 병해충 및 관할구역의 분산

○ 식물 병해충 관리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유입 예측과 분석뿐만 아니라 유

입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움.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대상 병해충과 대상 지역을 구분

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예찰·방제 대응이 어려움.

○ 특히, 수출농가와 일반농가가 혼재되어 있는 수출단지, 일반농경지와 산림지

가 맞닿아 있는 지역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동시적으로 예찰·방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비효율을 초래함.

1.3.5.2. 각 기관별 진단방법이 상이

○ 병해충에 대한 기록 및 관리가 기관별로 수행되기 때문에 통일된 진단법 또

는 진단 가이드라인이 없음.

○ 각 기관에서 진단한 병해충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중복진단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2015년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금지급 검역병해충으로 안성, 천

안, 제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과수화상병의 진단과정에서 농촌진흥청, 농

림축산검역본부 및 학계의 진단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음.

○ 과수화상병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음.

○ 이후 2016년 8월에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대책(안)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선녀벌레 및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및 방제대책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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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 병해충 방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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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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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 수출단지 발생 조사

　

　

　
시도

농업기술원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방제현황 보고, 방제교육, 홍보, 발생 실태조사 및 방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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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통
보

　 　
농가 : 폐원 및 약제방제

그림 2-22. 과수화상병 발생 시 업무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미국선녀벌레의 경우 원산지가 북미대륙인 외래해충으로 5월경에 부화하여

약 60∼70일 후에 성충이 되며 알을 낳은 자리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 월

동기 방제가 어려움.

 2009년 서울과 밀양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0년 충남북 및 경남 등으로

확산되었음.

 미국선녀벌레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기술이 개발되어 보급 및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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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에 알을 부화하여 3개월 후에 성충이 되며 2010년 충남

공주 및 예산, 전북 순창 및 김제에서 발생 후 2011년에 전남 구례에서 돌발

적으로 대량 발생되어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음.

○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농지와 산림에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동

시 방제가 필요한 병해충이며 농지만 방제할 경우 산림 지역으로 잠시 옮겨

갔다가 다시 농지에 가해를 입힘.

○ 최근 3년간 발생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유관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예찰 및 공동방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방제대책 협의체를 활용할 예정임.

1.3.5.3. 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 각 기관마다 관할지역이 달라 예찰·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기

관 간 협력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현행 병해충 분포조사의 경우 해외병해충 및 일반병해충은 농촌

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산림병해충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해외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방제

명령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리며 방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실시함.

○ 농촌진흥청은 방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며 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대한 행정력 동원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만약 외래병해충 및 고위험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

흡하여 병해충이 정착되면 해외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 수출검역 협상 시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곤란함.

1.3.5.4. 병해충 위험평가체계 미흡

○ 각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는 병해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평

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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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병해충별, 품목별, 유입경로별 위험에 대한 비교를 어

렵게 하며 국가 단위에서의 병해충 발생현황 및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어려움.

○ 특히, 각 기관별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므로 통일된 위험평가 방법, 평가기준,

양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위험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위험평가는 수출입 검역 및 방제 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해

충 피해에 따른 생산량 변동, 피해면적, 손실액 등 경제적 피해가 산출되어

위험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병해충에 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식물병해충 관

련 정책,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 및 방법에 대한 평

가, 정책효과의 검증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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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법령

2.1. 식물방역법

○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식물수입 및 병충해에 관한 검사

와 검역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병해충의 정의(제2조)

 식물병해충을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

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씨앗 포함)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규제비검

역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으로 구분 정의

○ 병해충위험분석(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

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

충 위험 관리 단계 등 단계별로 위험분석을 실시하되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 검역의 주체, 절차 및 방법(제7조∼제30조)

 식물검역관의 신분 및 권한을 정의하고, 수입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수출검역, 국내검역 등 상황에 따른 검역의 절차 등을 정의

 수입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장소(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하며, 수입항에서 즉시 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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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

소"라 한다)에서 검역

○ 방제의 실시(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

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실시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

되는 경우를 제외

○ 식물방제관의 임면(제31조의2)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두게 함.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의해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중앙기관 식물방제관)과 지방자

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으로 구

분하되,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하고,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장이 정하여 고시

○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제31조의4)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

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

책본부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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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단을 두고, 자치단체별로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

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고,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

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또한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역할을 ①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②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③ 시·도병해충예찰·

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정의

○ 병해충 예찰(제33조)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

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

인에게 제공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서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 구분

Ÿ 농촌진흥청장: 농지법 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 에 따른 초지

Ÿ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Ÿ 시·도지사: 농지법 에 따른 농지 및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등 관할

행정구역

Ÿ 검역본부장: 공항·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

배지역, 수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 방제명령(제36조) 및 손실보상(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소독·폐기

등 조치,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 등을 명령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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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2.2.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불 예방·진화하고 산사태

예방·복구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음.

○ 산림병해충의 정의(제2조제3호)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 농어

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

충을 의미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

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 등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정의(제2조제3호)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 농어

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

충을 의미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

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 등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

○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제21조의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

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

을 개발하여야 함.

○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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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

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

을 개발하여야 함.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제22조)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

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

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

부를 설치·운영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방제대책본

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됨.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

 또한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

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음.

 아울러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

지로 하되,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 가능

○ 예찰(제23조)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하며, 예찰의 방법·시기와 예찰 결과

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항공예찰, 지상예찰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이 따

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하되,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

우에는 연중 실시 가능

○ 방제명령 등(제24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등에게 산림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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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곤충이나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종묘·

토양의 소독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산림병해충의 방제(제25조)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방제대상, 일시, 방법 등 사항을 공고. 다만, 긴급 방제시 우선

방제 후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항공예찰, 지상예찰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이 따

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하되,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

우에는 연중 실시 가능

○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며, 설계·감리자는 기술사법 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

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함.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제27조)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특별방제구역관련 조치사항은 산림병해충에 감염

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와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규정

2.3. 농약관리법

○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방제업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정의(제2조)

 방제업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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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함.

2.4. 지자체 조례

○ 2011.7.14. 개정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

제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이 되고 있는 단

계임.

표 2-17. 지자체 방제단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공포시기

강원도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2015. 7.10.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5.12.31.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4. 4.21.

전라남도 전라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7. 2.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5. 5. 1.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2.3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 5. 9.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6. 2.18.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 5.1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지원 조례 2011. 3. 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5. 6.1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5.10.23.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5.12.24.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 7. 8.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5.11. 5.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1.12.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9.2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6. 8.1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6. 5.20.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6. 8.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 5.2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2015.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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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시도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대하여 규정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는 식물방제관의 역할 규정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해 전문인력 등 채용과 전문교육에 대하여 규정

 예찰·방제단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

2.5. 법령비교 및 개선 필요 사항

○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하여 정의 및 중앙

조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역은 식물방역법상에서 다루고 있음.

 중앙조직이 지방조직을 지원하도록 명시함.

○ 식물방역법은 중앙조직은 대통령령을, 지방조직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보호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담당 조직이 모두 대통령령으

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31조의4제3항 :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

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병해충예찰·

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산림보호법 제22조제4호 :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방제대책본

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앙과 지방조직의 업무추진시 업무협조에 대한 근거 및 운영의 차이에

따른 효율성 문제 제기 가능성

○ 실제 예찰과 방제를 담당하는 식물방제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산림보호법이

나 축산분야의 방역에 관한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의 규정보다 미비

하여 전문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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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함.

 산림보호법 제26조제2항 :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술사법 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산림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제2항 :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함.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조에 관

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에는 기관간 협

조체계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민간이 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규

정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

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규정

 방역본부에서는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축산물의 위생검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식물방역법 제38조에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식물

병해충 방제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외래병해충 발생시 공적방제 결정 및

손실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래병해충 긴급대응시 예비비 사용가능토

록 법 개정 필요

 가축전염병은 발병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제50조(비용

의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등에 의거 긴급방역비(‘16

년, 농식품부 27억)를 배정받고 예산과다 소요시 예비비를 국가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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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정받아 사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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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의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분석

1. 일본

1.1.  식물병해충 방제 관리체계와 현황

1.1.1. 식물검역체계

○ 일본에서 식물방역은 농림수산성 산하의 식물방역소가 관할하고 있음. 「식

물방역법」에서 식물검역은 「수출입 식물 및 국내 식물의 검역을 통해 식

물에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여 만연을 방지함으로서 농업생산의 안전과 조

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식물검역은 유해동식물의 국경을 초월한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식물 검역과 국내에 새롭게 침입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해동식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 방제로 구분됨.

○ 국제식물검역은 해외로 부터 수입되는 식물에 동반되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

지하는 수입식물　검역과 국내에서 해외로 유해동식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

지하는 수출식물검역으로 나누어 짐.

○ 또한, 수입식물검역에는 입항지에서 실시되는 검사와 지정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켜 검사하는 격리검역, 수출국의 현지 재배지에서 일본 식물방역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해외검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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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식물검역에는 출항지에서 실시되는 검사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요구

하는 검사를 국내의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수출식물 재배지 검사가 있음.

수입식물검사

격리검역

해외검역

수출식물재배지검사

수출식물검사

국내식물방제

발생예찰사업

IPM추진사업

식물검역

수입식물검역

수출식물검역

국제식물검역

긴급방제

침입경계조사

이동제한식물검역

지정종묘검역

국내식물검역

그림 3-1. 일본의 식물방역체계

○ 한편, 국내식물검역은 종묘의 건전성이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물을 지

정하여 종묘의 생산과 이동에 수반되는 병해충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

정종묘검역과, 국내 일부에 분포하는 병해충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있는 식물 등의 이동을 규제하여 검사하는 이동제

한식물검역이 있음.

○ 이외에도 침입경계 대상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침입경계조사2)와

국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이 새롭게 침입 한 경

우 조기에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국내식물방제를 위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

해 발생 동향을 조사(예찰)하여 방제에 필요한 병해충과 방제대책에 관한 정

보를 농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발생예찰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IPM:

2) 내륙부의 과수, 과채, 근채류등의 생산지대는 도도부현이, 항구 및 공항은 식물검역소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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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추진하고 있음.

○ 각 업무의 추진주체와 관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가 식물방역의 전체를 총괄하며 산하기구인 식물검역소에서 수출입 검역과

국내검역을 담당하고, 각 도도부현의 식물방역담당과와 산하의 병해충 방역

소가 식물병해충의 국내 방제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 방제의 경우 지자체에

서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성 담당과와 식물검역소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음.

병해충발생상태 보고
식물검역조건 국제기준에 조정

국제기관
(WTO, FAO,IPPC)
각국・각지역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도도부현
식물방역담당과

도도부현
병해충방역소

국내검역

종묘검역
이동규제
긴급방제

국내방제

수출입검역

수출입자
공항・선박회사
통관업자 등

수출입검사신청

검사 결과 조치

연계

산하

그림 3-2. 일본의 식물방역 추진체계

○ 이러한 식물검역과 관련 된 다양한 업무 중에서 수입식물검역에 관한 업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８할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수입품이 증가함에 따라 각

종 병해충에 대한 수입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병해충이 일본 국내

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수입식물검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우수한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검역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도 식물검역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음.

덧붙여 최근에는 식물검역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품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혼입조사와 특정 외래생물의 수입규제에 관한 협력업무 등

식물검역 실시조직인 식물방역소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도 확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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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본의 식물검역 조직

○ 식물검역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전체 총괄조직은 농림

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임.

 산하에 실제 검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요코하마(横浜), 나고야(名古屋),

코베(神戸), 모지(門司), 나하(那覇)의 5개 지역에 식물방역소　본소를 설치

하고 있음.

 본소 산하에 16개의 지소와 45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본소-지소-출장소

의 3단계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식물검역은 입항지에서 식물방역관의 현장검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입항지

로의 접근 용이성이 요구됨. 따라서 전국의 화물이 입항하는 해항과 공항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사무소(본소, 지소, 출장소, 주재소)를 설치하여 관리하

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1997년까지 전국 각지에 70개소 설치되어 있던 출장소는 1998년 8월에 농산

물 검역 출장소 통폐합 기준3)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4월 현재 45개소로

감소하였음.

 하지만 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県)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국망을 갖추

어 식물검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검사체계는 섬이

라는 특성을 가진 일본이 해외로 부터 병해충을 막는데 있어서 유효하며

그 중요성을 가짐.

○ 다음으로 식물방역소의 직원(식물방역관)은 식물의 수출입 건수와 수량 증가,

항구와 공항의 24시간화, 국제선 항로와 항공 노선의 증가에 대응하여 식물

방역관을 증원해 왔음.

 최근 5년 동안의 식물방역관 수를 살펴보면 2010년 886명에서 2013년 873

명까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현재 889명, 정원 996명으로 약 천여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관할방역소별 인원은 요코하마 459명, 나고야

129명, 고베 225명, 모지 126명, 나하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①주요업무가 설치된 항구의 수입검역업무이며, ②최근 2년이상 년간 수입검사건수가 230건이하,
③수년이내 연간 수입 검사 건수가 230건을 초과할 명확한 수입계획등이 없는경우, ④인근 식물검
역소와의 거리가 100km 미만, ⑤통폐합후에도 인근 식물방역소에서 출장등으로 수입식물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검역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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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6년도에는 페스트위험분석 관련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요코하마

식물방역소에 새롭게 정보분석 담당, 위험평가 담당, 위험관리·조치 담당의

위험분석부를 설치하였음.

자료 : 식물방역소(2015)「植物防疫所配置図」

그림 3-3. 일본 식물방역소 전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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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4년3월 시점의 식물방역관의 정원을 나타냄

자료 :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植物防疫課（2014）「日本の植物検疫-植物検疫100周年－」

1.1.3. 국내 식물검역의 체계와 현황

1.1.3.1. 국내종묘검역

1) 지정종묘검역

○ 검사는 종자감자는 원원종-원종-채종의 3단계 증식을 하며, 채종을 통해 청

과용, 가공용, 전분 원료용 감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종을 생산하는 포장

과 채종을 생산하는 포장에서 재식 전후와 캐낸 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확인 병해충은 감자나방, 감자씨스트선충, 감자바이러스, 감자둘레썩음병균,

창가병 등이 있음.

2) 과수모수(母樹)의 바이러스검정

○ 감자 이외에 과수묘목에 대한 국내검역도 실시하고 있음. 과수는 종자로 번

식시키면 형질이 분리되기 때문에 양질의 형질을 가진 소수의 모수(母樹)로

부터 수목(穂木)을 확보하여 접목하는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음. 따라서 모수

가 바이러스 등 병에 감염되면 수목(穂木)을 통해 감염이 확대되며, 특히 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식물방역관(명) 886 882 875 873 889

○ 다음으로 식물방역소 조직의 연간 운영예산은, 2005년 이후 95억 엔 전후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4년은 92억 5,185만 엔으로 2010년의 95억

2,060만 엔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표 3-1. 일본 식물방역관 수의 추이(2010∼2014년)
단위 : 명

연 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예 산 액 8,028,363 9,518,052 9,520,596 9,251,853

표 3-2. 식물방역소 예산 추이(2000∼2014년)
단위 : 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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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식물인 측면에서 과수생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수목(穂木)

의 모수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식물방역소에서 검정을 실시하며, 주로

감귤류,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일본국내의 주요 과수생산작물에 대해 생산지

로부터 검사신청을 받은 모수에 대해 각종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검사는 과원에서 병징을 확인하는 1차 검사와 1차 검사에 합격한 모수에서

채종한 수목을 접목접종, 효소결합항체법등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함.

1.1.3.2. 이동제한

○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는 병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과 그 기주 식물

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이동제한이라 함.

○ 오키나와를 비롯한 남서제도(오키나와현, 카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와 도쿄도

의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개미바구미,

아프리카달팽이등과 같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들 병해충 및 기주식물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음.

1.1.3.3. 침입경계

○ 새로운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게 위해 전국의 주요 공항, 항구, 통관이 이루

어지는 우편사무소에 유인제를 넣은 트랩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관찰

함으로서 새로운 병해충의 침입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발견시에는 식물방역

소와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 침입경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병해충에는 지중해과실파리, 귤과실파리, 오이과

실파리류, 코드린나방, 개미바구미, 고구마바구미, 아프리카달팽이, 화상병균,

수박과일오반세균, 감귤그린병, 매개충 등이 있으며, 조사는 수목 등에 트랩

(실파리용, 스태미나형, 맥파일형), 개미바구미용(로트형), 코드린나방용(잭슨

형)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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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긴급방제

○ 국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식물방역

법에 근거하여 발생지역에 가두어 박멸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방제조치를 말

함.

○ 병해충의 조기 근절을 위해 사적 권리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성

대신은 실시 30일전까지 방제를 실시하는 구역 및 기간, 대상 유해동식물의

종류, 방제내용 등을 고시하며, 발생한 병해충과 기주식물의 작부를 제한하

거나 금지하며 양도와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제거·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또한, 긴급방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과 방제

업무에 정통한 자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대신은 도도부

현, 시정촌, 농업자단체, 방제업자 등 협력명령서를 발부하여 협력을 요청 할

수 있음.

1.1.3.5. 중요병해충 발생시 대응 기본 지침

○ 1997년 Pantomorus cervinus, Epilachna varivestis 등 침입을 경계하던 병해

충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등 관련 기관의 연락체계와

사전조정, 초동대응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고 내용의 명확화,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행동내용

의 명확화, 개별방역방침의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식

물방역소, 도도부현 및 병해충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2년 5월 17일「중요

병해충 발생시 대응기본방침(소비안전국제650호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장통

지)」4)이 제정되었음.

○ 중요 병해충은 식물방역법상의 유해동식물을 지칭하며 국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도 도도부현의 병해충방제소 등의 식물방역담당부

서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전문가간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새

로운 유해동식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또한, 도도부현은 미리 생산

지의 장소, 재배식물의 종류 및 생산량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하고 있으

4) 상세내용은 부록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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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중요 병해충의 발생시 조사와 방제

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리스트업 해두고 있으며, 식물방역소는 조사

와 방제에 필요한 트랩, 유인제 등 자재를 확보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요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대응으로는 먼저 식물방역소는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발견 및 보고된 중요병해충의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식물방역과에 보고함. 보고를 받은 식물방역과는 상황보고를 바탕

으로 중요병해충의 만연 방지를 위해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응급조치를 취하

도록 함. 필요에 따라 식물방역소는 발생 상황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병해충의 국내 식물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식물방역과에 보고함.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에서 대책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학식 경

험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제대책안을 결정함.

○ 대책검토회의의 대책안을 바탕으로 이동제한, 이동금지, 긴급방제 등 방제조

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방제대책을 결정하며, 결정된 방제대책을 농림수산

성 식물방역과가 식물방역소와 도도부현에 지시함으로서 현장에서 방제가

실시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기본방침이 정비됨에 따라 중요병해충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도도부현이 실시할 표준적인 수속과 절차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음.

1.2. 일본 식물 병해충 방제와 사업내용

1.2.1. 식물병해충 방제 사업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 적시적기의 병해충 방제는 기본적 조건임. 특

히, 병해충은 계절과 연도에 따라 발생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계획적 방제가

어려우며, 발생 후 사후대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해충 방제는 농업생산의 안정과 국민 건강보호 관점에서 식료

의 안전·안심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농약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대한 지

도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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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 산하에 병해충방제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의

발생예측, 방제기획, 종합적 병해충 및 잡초관리의 지도, 농약비산절감 대책

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1.1.2.1. 발생예찰사업

○ 발생예찰사업은 광역적으로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에 중대한 피

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병해충에 대해 발생 동향을 조사하고 방제에 필요

한 병해충과 방제 대책에 관한 정보를 농업인 및 관련자 등에게 제공하여

병해충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최근 기상조건의 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상황과 작부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발생예찰정보

의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가급적 관계 기관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

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예찰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

○ 발생예찰은 지정유해동식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동식물의 번식, 기

상 상태, 농작물의 생육 등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음. 지정유해동식물이

란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로 국내 분포가 국지적이지 않고, 급격한 만연으

로 농작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작물을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고 있음.

○ 이러한 발생예찰 업무는 병해충방역소의 식물방역관과 각 시정촌의 병해충

방제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조사지점에 점착식 트랩, 테이프, 유

인제 등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여 정보를 발신하고 있음.

○ 발생예찰정보의 발표는 병해충 발생과 방제 조치 필요성의 강도에 따라 예

보, 경보, 주의보, 특수보,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병해충방역소가 월 1회의 예보를 정기적으

로 발표하고 있으며,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이 예측되어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이 현상이 출현한 경우 등 필요시 임의로 정보를 발신하고 있음.



- 83 -

1.2.1.2. 방제 기획 및 지도업무

○ 시정촌의 병해충 방제 실시계획의 작성과 농약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농약과 사용에 대해 철저히 지도함으

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농업시험 연

구기관 및 지역 농업개량 보급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경

영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방제 기술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음.

표 3-3. 발생예찰정보의 종류

자료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병해충방역 관련자료

○ 특히, 최근에는 병해충의 발생상태 변화와 약제 내성 및 저항성을 가진 해충

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적 방제, 물리적

방제, 경종적 방제 등 환경부하를 고려한 종합적 병해충·잡초관리(IPM)5)의

지도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항공기(유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농림수산항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도작, 밭작물, 과수, 임업 등의 병해충 방제 이외에도 파종,

시비, 산림관리 작업, 각종 조사 등 농림수산업 각 분야에서 항공기를 이용

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이 안전하고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실시기준을 설정하고 도도부현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5) 종합적 병해충·잡초관리(IPM：Integrated Pest Management)란 병해충의 발생상황에 따라 천적(생
물적 방제)이나 점착판(물리적방제)등의 방제방법을 적적히 조합하여 환경 부하를 경감 시키면서
병해충 발생의 억제를 방제하는 체계를 말함.

종 류 발표빈도 내 용

예 보 월 1회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

경 보 부정기(필요시)
중요한 병해충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조속히

방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보 부정기(필요시)
경보발표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병해충이 다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조속한 방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보 부정기(필요시)
새로운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혹은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장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

기 타 부정기(필요시) 월보, 기술정보 등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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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병해충방제원의 배치 및 활용

○ 병해충방제원을 각 시정촌에 배치하여 발생예찰조사 및 농약 적정사용 지도

를 중점적으로 담당시키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상황과 지역 상황 등 여러 상

황을 고려하여 병해충방제원을 배치 및 활용하고 있음.

1.2.1.4. 국내 미침입 병해충의 경계조사

○ 신규 병해충의 국내로의 침입 및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역소와

협력하여 침입경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1.2.2. 식물병해충 방제 관리 조직

○ 식물의 병해충 방제와 관리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

도부현 식물방역담당과 산하에 병해충방역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식물

검역소와 연계하여 국내검역 및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병해

충방역소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히로시마현

에 3개소가 설치되어 총 49의 병해충방역소가 설치되어 있음.

○ 병해충방역소는 도도부현의 식물방역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는 중심적

기관으로, 발생예찰, 방제기획,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와 방제

에 필요한 약제 및 기구의 보관과 방제에 필요한 기구의 수리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음.

○ 발생예찰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병해충방역소가 현내 각지에 설치한 예찰

등과 포장 등을 조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현내 병해충 발생을 감시하는 중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도부현에 설치된 병해충방역소에는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겸직

상태로 소속되어 있으며, 방제기획과와 발생예찰과, 지역담당과(주재소)로 조

직되어 있음.

○ 한편 일본 전체의 병해충방역소 직원(식물방역관)수는 2000년 중반에 최대

700여명에서 최근 감소되어 왔음. 2014년을 기준으로 소장 및 지소장 49명,

기술원 511명, 사무원 51명으로 전체 611명 임. 하지만 절반 이상이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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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대부분이 각 지역

의 농업연구센터, 농업진흥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량보급센터 등 농업관

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음.

병해충방역소 수
(개소)

소장·지소장 기술원(技術員) 사무원(事務員)
합계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식물방역관(명) 49 21 28 248 263 8 43 611

표 3-4. 일본 병해충방역소 및 식물방역관 수(2014년)

자료 :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식물방역과(2014）「平成26年度植物防疫年報」
주 : 병해충 방역소는 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히로시마현에만 본소가 3군데 설

치되어 있음.

자료 :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식물방역과(2014）「平成26年度植物防疫年報」

○ 이외에 식물방역법 제33조에 따라 식물방역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정

촌마다 1명 이상의 병해충 방제요원을 두고 있음. 병해충 방제요원은 시정촌

지역내 조사지점에 배치되어 정기적으로 상황을 조사하여 병해충방제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병해충 방제요원의 자격 요건은 농업에 관한 중고등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졸업한 자로 병해충에 관한 연구·지도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비상근 직무임.

○ 담당업무는 ①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 및 피해 방제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

② 병해충 방제 적기 결정에 관한 조사에 관한 업무 ③ 병해충 발생예찰에

관한 경보와 속보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업무 ④ 특

정 독극물 농약의 실시 지도에 관한 업무 등임.

○ 2014년 현재 전체 병해충 방제요원은 2,446명으로 이중 1,530명이 농협직원으

로 전체 63%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농민 18%, 공제(共済)직원 14%,

시정촌직원 5%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 병해충방역소 식물방역관의 업무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구분 시정촌사원 농협직원 공제직원 농민 기타 합계
병해충방제요원(명) 118 1,530 346 443 9 2,446

비용(%) 5 63 14 18 0 100

표 3-5. 일본 병해충 방제요원 수(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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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예찰’이 전체의 3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제지도’

13%, ‘방제기획’ 8%, ‘각종 조사정리’ 7%, ‘기타’ 7%, ‘식물검역’ 5%, ‘농약 안

전적 사용의 지도’ 5% 등의 순으로 ‘발생예찰’과 ‘기획’ 및 ‘방제 지도’ 업무

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60%로 주요 업무임을 알 수 있음.

자료 :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식물방역과(2014）「平成26年度植物防疫年報」

1.2.3. 식물병해충 발생예찰 사업 실시 체계

○ 식물병해충 방제사업의 가장 주된 사업인 발생예찰사업의 실시 체계에 대해

홋카이도 병해충 방역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함.

○ 홋카이도 병해충방역소는 중앙농업시험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발생예찰업무

의 일부를 지역의 농업시험장(도립종합연구기구)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지

역의 농업개량보급센터와 종합진흥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정리한 예찰정보를 시정촌과 농

협공제 등 농업단체에 제공하고 있음.

○ 각 기관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농업시험장에서는 도내 6개소의 농업시험

장내에 정점 포장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조사포장에는 살

충제, 충해조사포장에는 살균제만을 사용하고 있음. 조사대상 작물은 14가지,

병해충은 61가지임(2016년 1월 기준). 또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매일, 5일,

10일 등의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 순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순회조사는 생산자 포장의 발생상황을 각 농업개량보급센터가 대략 15

일 간격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작물은 11가지, 병해충

수는 24가지임. 현황조사는 각 연도의 발생상황과 피해상황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작물은 11가지, 병해충은 71가지임.

발생
예찰

방제
기획

방제
지도

식물
검역

농약
안전
사용

농양
지도
관리

각종
조사
정리

관계
기관
조정

기타
식물방역
이외의
사무

합계

39 8 13 5 5 4 7 4 7 8 100

표 3-6. 병해충방역소 식물방역관의 업무별 비율(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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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농업시험장,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실제 조사를 통한 결과와 기상정

보와 농작물 생육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농업시험장 예찰진

단그룹에서 지역의 예찰정보와 방제대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작성한 자료

를 홋카이도 병해충방제소에 제공하여 각 관계 기관에 공표됨.

자료 : 홋카이도 병해충방제소 홈페이지

그림 3-4. 홋카이도 병해충 발생예찰사업 실시 체계

그림 3-5. 홋카이도 병해충 발생예찰정보 공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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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식물검역 및 병해충관리 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 국제화 영향으로 수입식물의 종류와 수출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

하지 않는 병해충의 침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병해충의 만연은

농림수산물 이외의 유통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요구되는 상황임.

○ 반면,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는 WTO/SPS협정에 반하지 않

는 국제무역에 대한 검역조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역기준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맞춰 일본정부는 유해동식물

의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검역유해동식물 지정과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사,

수입금지 대상지역과 식물, 수출국에서의 특별한 검역조치 대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였음.

1.3.1. 검역유해동식물지정의 개정

○ 1914년 식물검역이 시작된 이래 일본의 수입검역은 제외대상 병해충 리스트

를 작성하여 그 이외의 병해충은 모두 검역조치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리

스트 방식을 채용해 왔음. 즉, 국내 농업에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병해충

약 170종과,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병해충 약 220종을 포함

하여 약 400여종을 기준으로 관리해 왔음. 이로 인해 해당 400여종에 대해서

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이외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위험성 분석 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역조치 대상 병해충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점과 국제식물방역조약(IPPC), 국제식물검역조

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 등에서 명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 수입검역기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음. 이로서 종래 병해충 위험분석이 완료 되지 않은 병해충의 경우

목시검사로 놓칠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1년부터 식물검역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최신문헌과 외국의 정

보를 바탕으로 병해충의 침입, 정착, 만연 가능성, 만연할 경우 농업에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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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평가 등 병해충 위험분석(PRA)을 바탕으로 검역대상

을 재규정하였음.

○ 2014년 2월 제3차 개정에서는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농림업에 피해

를 끼칠 가능성 및 침입 만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778종과 피해 확대 가능성이 없는 병해충에 대해 수입검역조치 대상에서 제

외하는 유해동식물 226종을 리스트화 하여 명시하였으며, 최근 2016년 5월

제4차 개정에서는 새롭게 유해동식물 13종이 추가, 기존의 3종이 삭제되어

유해동물 747종, 유해식물 253종에 대한 리스트 평가가 완료되었음.

○ 향후 검역대상 병해충 1,500종 검역대상 외 500종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병해

충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검역대상을 명확히 해 나갈 방침임.

제도 검토 이전
(∼2010년)

재검토
(2011년∼2015년)

장래

검
역
대
상

Ÿ 수입금지대상병해충

Ÿ 재배지검사요구 대상
병해충

Ÿ 수입시 정밀검사 대상
종 (223종)

P
R
A
완
료

Ÿ 수입금지대상 병해충

Ÿ 상대국에서 재배지검사
요구 대상병해충

Ÿ 상대국에서 처리,
정밀검정 등 대상병해충

Ÿ 국내조치
목시검사, 정밀검정, 격리
검사 대상 병해충

(2014년 5월 1일 기준 778
종)

P
R
A
완
료

Ÿ 수입금지대상병해충

Ÿ 상대국에서 재배지
검사요구 대상병해
충

Ÿ 상대국에서처리, 정밀
검정등대상병해충

Ÿ 국내조치
목시검사, 정밀검정,
격리검사대상병해충
(최종적으로 1500종

상정)

검
역
대
상

Ÿ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불명확한 병해충

Ÿ 목시주체의최전방검사

Ÿ 리스트업하지 않고 포괄
적검역대상으로함.

(종류수 불명확: 비검역
이외 유해동식물 전체

포함)

P
R
A
미
완
료

Ÿ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불명확한 병해충

Ÿ 긍정적으로목시주체의최전방
검사

P
R
A
미
완
료

ㅂㅅㅈ

비검역 병해충
(최종적으로 500종

상정)

검
역
대
상
외

새로운 피해를 끼치지 않는
병해충

(비검역 병해충)
(2014년 5월 1일 기준

226종)

P
R
A
완
료

검
역
대
상
외

새로운 피해를 끼치지
않는 병해충
(비검역 병해충)
(169종)

P
R
A
완
료

자료 :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식물검역과(2014) 「植物検疫制度等の概要」

그림 3-6. 수입식물검역의 검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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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출국 재배지검사와 수입금지 및 처분 개정

○ 수입검사에서는 발견이 어렵지만 재배지에서의 검사로는 발견이 용이한 검역

유해동식물의 기주식물에 대해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 재배지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역유해동식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검사증명

서를 요구하고 있음.

○ 위험분석 결과 검역유해식물의 수정(추가 혹은 삭제)에 맞춰 대상 국가 및

식물에 대한 재배지 검사규정, 수입금지, 처분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2016년 개정에서는 Aleurocanthus woglumi가 위험분석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과 식물,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부탄 등의 캐쉬너트, 아보카도, 생강, 파파야 등이

새롭게 지정되었음.

1.3.3. 수출식물검역에 대한 제도개편

○ 일본 농정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식물검역상 수출이 불가능

한 국가 및 품목에 대해 2013년 8월에 작성된 국별·품목별 수출전략에서 중

요 국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과 검역협의를 진

행하고 있음. 또한 수출 가능한 곳이라도 상대국 수입조건에 맞춘 방제체계

를 구축하고자 국내산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2015년부터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 담당)에서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

광객이 직판장에서 선물 및 기념용으로 농축산물을 구입 후 동식물검역을

거쳐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원활히 수취할 수 있는 체제 정비에 대한 지원

사업인 「선물용 농축산물 검역수검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전년도의 1,500만 엔에 비해 세배 규모 증액한 4,500만 엔으로 산

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검역조건 및 잔류농약기준에 맞춘 방제 및 생산체제

의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외국인 여행자가 농축산물을 용이하게 구

입할 수 있도록 여행업자 및 택배업자와 연계를 통한 원활한 검역수속 절차

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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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사례의 시사점

1.4.1.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방제관리 조직 구축

○ 일본의 경우 식물의 병해충 방제와 관리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에서 담당하

고 있음. 도도부현에 업무를 담당하는 식물방역담당과가 있고 산하에 병해충

방역소가 있어서 병해충 발생예찰, 방제기획, 농약의 안전한 사용 등 체계적

인 식물병해충 방제와 관리가 가능함.

○ 병해충방역소는 도도부현의 식물방역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는 중심 기

관으로, 발생예찰, 방제기획,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와 방제에

필요한 약제 및 기구의 보관과 방제에 필요한 기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시·군 등이 예찰, 방제기능을 수

행하지만 상시조직이 없어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과 대조적임.

○ 따라서 상시조직형태는 아니더라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협력하여

예찰과 방제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군마다 식물방역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명 이상의 병해충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요원으로 하여금 조사지점에 대한 정기적 상황

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병해충 방제요원의 자격 요건도 일본처럼 농업에 관한 중고등 교육과정 이상

을 이수 또는 졸업한 자와 병해충에 관한 연구지도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

하고, 임기도 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4.2. 예찰 및 방역 관련정보의 공유

○ 일본은 도 병해충방역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개량보급센터와 종합진흥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찰정보를 시정촌과 농협 등에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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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병해충 발생 조사를 통한 결과와 기상정보와 농작물 생육상황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단위 예찰진단그룹에서 지역의 예찰정보와 방제대책

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작성 자료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공유하고, 전국 시·군, 농협 등에 배포하는 예찰방제정보시스템 DB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촌진흥청에 병해충예찰을 실시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1.4.3. 외국인을 위한 수출식물검역제도 개편

○ 일본은 외국관광객이 일본산 농산물을 직판장 등 현지에서 구입 후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원활히 휴대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선물용 농축산물 검역

수검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을 비롯

해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지역농산물구매

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처럼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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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선물용 농축산물 검역수검원활화 지원사업 개요

선물용 농축산물 검역수검촉진 지원사업

<대책의 포인트>

○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직매소 등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동식물검역을 거쳐
공항이나 여객선 기항지 등으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축산물 선물로 받는 것을 확대

<배경/과제>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촉진 및 농산어촌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여행자가 안심하고 원활하게 지역의 농축산물을 구입하고 찾
아올 수 있는 환경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선물용 농축산물 반출의 확대에 있어서 동식물검역이 지장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자가 동식물검역을 거쳐 원활하게 반출할 수 있는
검역 절차·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최근 크루즈 선박 기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을 이용하는 외
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모델판매를 통해 사업자가 조치하기 쉬운 검역
절차·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정책목표>

○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직매소 등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동식물 검역을 거쳐
공항이나 여객선 기항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내용>

1. 사업내용

(1) 기념품 판매에 종사하는 산지의 원활한 동식물 검역 절차의 실천

○ ‘농산어촌 선물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평성 27년 추경예산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직매소 등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을 동
식물 검역을 거쳐 공항이나 여객선 기항지 등으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함.

① 산지의 방제 체계와 생산 체제의 확립

 수출 상대국의 검역 조건이나 잔류농약 기준 등에 맞는 농축산물 방제 체
계와 생산 체제의 구축을 실시

② 관계자와의 제휴에 의한 산지에 맞는 원활한 수출 검역 절차의 구축

 원활한 검역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산지에 맞는 판매·유통 방법을 구축

(2) 모델 판매를 통한 사업자 등이 임하기 쉬운 검역 절차와 체제의 확립

○ 유람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모델판매를 통해 사업자가
임하기 쉬운 동식물 검역 절차 (검역 수검 방법 등)이나 체제를 구축

2. 사업실시주체 : 민간단체 등

3. 보조율 : 정액(그러나 (2) 중 간단한 설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1/2 이내)

4. 사업실시기간 : 평성 27-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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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2.1. 호주의 식물 방제 정책 시스템

○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호주 정부의 방제 정책 검토에 의거 현재와 같은 구조

를 갖추게 되었음.

○ 호주 방제 시스템은 전략, 정책 및 법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 요

소들은 현재의 방제 시스템 구조를 이루는 기본이자 미래 방제 시스템 운영

의 비전을 제시함.

○ 특히, 현재의 호주 방제 시스템 특성을 들자면 위기관리에 기초한 정책결정,

고급정보이용, 단일 규제 체계 및 강력한 민관 협력관계 등을 들 수 있음.

○ 호주 방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들

 위험 병해충 방제의 국내외적 종합 관리 및 위기 대응에 기초한 행정집행

결정 등 우선순위 설정

 규제 완화 및 효과적인 법제 체계 등 법령 정비

 방제 업무 서비스 제공 절차상의 간소화 및 최신화

 보다 광범위한 민간단체, 농산업 생산자 단체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의 생

산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방제 책임의 공유

 방제 업무 인력관리

2.2. 호주 정부의 식물 방제법령에 따른 규제조직 및 방제 전략 변천 과정

○ 1908년 : 호주 검역 법 발의 –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 배, 동/식물 규제에

관한 기초 법령으로 연방정부 산하 무역관세청(Department of Trade and

Customs)이 행정 집행

○ 1921년 : 연방정부 규제 조직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 변경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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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건강관리 및 전염병 관리가 일차 목적이었음. 동/식물 위생관리는 각 주

정부 소속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주관함.

○ 1984년 : 검역 기능이 연방정부 산하 일차 산업부(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현재 명칭은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DAWR))로 이전됨. 하지만 실질적인 국경지역 검역 관

리는 연방정부 동의하에 주정부(State Governments)들이 집행함.

○ 1995∼96년 : 네이른 보고서(Nairn Review)가 1996년 출간되면서 호주 국내

외 동식물 방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및 행정적 변화 필요성 부각됨. 즉,

국경지역에서의 외래 동식물 병해충의 유입제한만을 한정해 왔던 기존의 오

래된 방제관련 법령 정비가 필수 불가결했음. 수출입 교역량과 외래 방문객

수 증가 등에 따른 자국 내 동식물들의 자연 생태환경 보호와 국제 무역기

구(WTO)의 TBT 및 SPS 등 식품 및 동식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현대화된 동식물 방제관련 법령 및 조직체계 정

비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크게 늘고 있는 각종 농작물 및 국내 식물에 위

협이 될 만한 병해충이 지난 25년간 동물 (가축) 부문에 비해10배 이상 증가

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동물위생 위원회(Animal Health Council:

AH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별도의 식물병해충 전담 조직체 설립이 요청됨.

○ 2000년 4월 : 정부 출연기관인 호주 식물위생원(Plant Health Australia:

PHA)이 신설됨. 호주 식물위생원은 식물 위생 (방제) 전반에 걸친 대표성을

갖춘 국가 출연기관으로 식물방제와 관련한 연방 및 주정부들의 전략수립,

법률 및 행정집행 지원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함. 본 기관은 작물 품목단

체의 자조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식물 병해충 관리에 민관의 긴밀

한 협력을 도모하는 핵심 기관으로,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 응급 발생 대처

및 전략 수립(예; 호주 과실파리 전략, National Fruit Fly Strategy)과 식물

방제 전략(National Plant Biscuitry Strategy: NABS) 등을 지원함. 특히, 식

물위생원은 연방 및 주정부, 품목단체와 함께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식물 병

해충 위기관리 대책(Emergency Plant Pest Response Deed: EPPRD)” 운영

및 예산 관리의 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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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국내 만연한 식물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식물 방

제를 위한 접경지역 검역 관리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기능 및

수립된 전략운영 권한은 식물위생원에는 없음. 식물위생원의 주 기능은 호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제 활동에 대한 정책수립지원 및 참여 회원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사업이며 이에 대한 재정은 주로 참여 회원들인 연방 및 주

정부 그리고 각종 품목별 민간단체 회원들의 연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회원구성별 연회비 비중은 품목단체, 연방정부, 주정부가 동일함.

 2015∼16년 회계연도에는 230만 호주달러(한화 약 20억 원)를 거출했음.

또한, 식물위생원은 품목간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단일 품목별 생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식물 병해충 방제 대상 위기관리 개발 지원에는

별도의 품목별 자조금 및 주정부 재원을 활용하고 있음.

○ 2008년 : 호주 국가 생물안보 위원회(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BC)

설립–동식물 방제와 관련된 연방 및 주정부 부서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됨.

동식물 방제와 관련 모든 문제에 관여함. 주 기능은 연방정부 농무부 장관실

보고, 의회의 자문 역할 그리고 방제관련 정부 부서 장관들의 회의 주선 등

임.

○ 식물위생 위원회(Plant Health Committee: PHC)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식물

위생 정책관련 고위 관료들로 구성됨. 식물 방제/예찰 관련 국내 정책수립

및 의사 결정기구이며, 연방 및 주정부 대상 식물방제관련 정책, 기술 그리

고 법률자문 역할과 특히, 입법 행정상 식물 방제 정책 계발 책임이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 방제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 IGAB)과 식물방제 전략 수행(National Plant Biosecurity

Strategy: NPBS) 등

○ 2008∼2010년 : 비엘 보고서(Beale Review) – 2008년 2월 착수하여 9월에

발표된 호주 정부 동식물 방제 정책 보고서이며, 기존 법안에 기초하여 연방

정부는 국경방어에 방제행정을 집중하여 왔음.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행정

협력(One Biosecurity: A Working Partnership)을 강조한 본 보고서는 84개

방제 관련 개혁안을 제안함.

○ 주요 안건은 대내외적 방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 방제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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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임.

 즉, 방제 체계상 보고의 일원화, 절차상 간소화 및 법률 행정의 효과적 운

영, 정비 그리고 현대화 작업 필요성을 제안함.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동식물 방제 역할 분담, 불필요하고 절차상 비효과적인 방제상 법률 중복

부분 삭제 및 정비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간 방제 협력 강

화(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방제 효율/시스템 발전을 위한 주정부들의 예찰

및 진단 시스템 운영상 정보 공유 및 방제 예산 공동 지출)를 명시함.

 연방정부는 국내외 접경지역 병원발생(Pre-Border, Border), 그리고 국내

(Post-Border)방제 시스템(정책, 법안, 전략)에 관여하며 주정부들은 호주

국내 각 관할 구역의(Post-Border) 병해충 방제 관리(예찰 및 진단), 일반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직접적인 방제 수혜자인 품목별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등도 유해 병해

충원 발생 방지, 보고 및 관리에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방제

(법) 체계에 따라 예찰 및 진단 관리를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주정부의 방

제 예산 지출 공유를 강조함. 또한, 국제 협약 이행 및 원활한 일차산물 무

역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현대적 방제 시스템 개선에는 동식물병해충 방제

관련 과학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음.

○ 2012년 1월∼현재 : 호주 정부 생물안보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 IGAB)은 앞서 보고된 비엘 보고서 제안을 근거로, 보다 발

전적이고 혁신적인 정부 부서간(연방정부와 주정부) 방제 협력 제안을 골자

로 하고 있음. 본 협약안은 현재의 호주 방제 체계, 정책 및 법안, 연구개발

등에 대한 개혁을 전제로 2016년 현재 재검토 중임.

 방제행정집행 정책사항 의사결정 및 예산

 정보 공유

 병해 관리, 예찰 및 진단

 발생 병해충 관리

 병해 발생시 예비 대책 및 대응 방안 수립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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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식물방제전략

2.3.1. 국가 식물방제 전략(National Plant Biosecur ity Strategy: NPBS)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방제협력 제안(IGAB)에 제시된 구조조정안은 정부 단

체와 농산물 생산 단체, 자연자원 관리 그룹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모두 식

물방제관리, 예찰 및 진단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협력안에 따른 이러한 민관 협력의 핵심역할을 담

당하여 호주정부 방제협력 제안(IGAB)의 궁극적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식물방제전략(NPBS)안을 마련, 이를 발전시켜왔음.

 품목별단체, 식물위생원 및 산학연구 협동체들은 식물방제전략(NPBS) 실

행을 통해 호주의 식물 방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식물방제전략(NPBS)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현재의 식물 방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활동과 전략 목표들을 명시하고 있음.

 2011년 이후 본 전략안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이에 대한 중간 평가 보고서를 2015년에 출판하였음.

○ 정부 차원에서는 식물위생위원회(Plant Health Committee: PHC) 산하 식물

위생 진단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Plant Health Diagnostics: SPHD)

와 식물위생 예찰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National Plant Health

Surveillance: SNPHS)가 각각 진단 및 예찰 부분 전략안 이행 여부를 그리

고 국내 검역 및 시장접근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Domestic

Quarantine and Market Access: SDQMA)가 대외 및 주정부간 식물방제 요

구사항들의 일관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2.3.2. 위기관리 협약(Emergency response agreements)

○ 호주 연방정부, 모든 주정부, 품목별 단체들과 식물위생원(PHA)이 공식적으

로 서명한 열대성 병원균(exotic pests)등에 의한 심각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

하기 위한 식물병해충위기관리대책(Emergency Plant Pest Response Deed:

EPPRD)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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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병해충위기관리대책(EPPRD)은 위기 식물병원균 발생에 따른 관리와 비

용 분담 담당, 위기관리 수혜자인 품목별 생산자 단체들의 위기관리에 대응

한 의사결정 및 비용분담 사안을 공식적으로 규명함.

 가축의 위기관리는 가축위기관리협약(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greement: EADRA)에 따름.

○ 이외에 다수의 공공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현존하는 법안들의 관리 범

위를 벗어난 유해 병원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환경생물방제대응협약

(National Environmental Biosecurity Response Agreement: NEBRA)에 따

름. 본 협약은 일차산업부 장관 의회실(Primary Industries Ministerial

Council)이 정부간 방제협약 이행사항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23일에 공포

함.

2.3.3. 호주 잡초 전략(Australian Weeds Strategy: AWS)

○ 호주 잡초 전략(AWS)은 유해 잡초로 인한 호주 환경 및 경제 사회적 자산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잡초관리에 관여하는 주체들에게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우선순위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전략임. 본안은 2006년

11월에 자연자원관리 장관의회실(Natural Resource Management Ministerial

Council: NRMMC)에서 공포됨. 본 전략안의 세 가지 목표는:

 신생 잡초 문제 발생 방지

 현존하는 최우선 잡초 문제의 충격을 줄임

 잡초문제해결을 위한 호주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

○ 국가 식물방제 전략(NPBS)안에 호주 잡초 전략(AWS)안의 목표와 전략 수

행내용을 명시함. 국가 식물방제 전략(NPBS)이 설정한 기본 원리에 근거,

호주 잡초 전략(AWS)의 기본은 책임공유, 과학에 근거한 관리, 의사결정,

발생 방지 및 조기 발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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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근의 호주 방제 전략에 따른 방제 행정 법령, 조직의 역할 및 기능 

표 3-7. 호주 식물 방제관련 행정 규제 조직, 주무부서 및 관할법령 구분

관할 구역 주무부서 해당방제법령

연방정부
(Commonwealth)

호주 농업 수자원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생물학적방제법
(Biological Control Act 1984)
검역법 (Quarantine Act 1908)

검역규제령 (Quarantine Regulations 2000)
검역 선포 (Quarantine Proclamation 1998)

연방정부
(Commonwealth)

호주 환경, 물, 유산 및 예술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규제령 2000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 2000)
호주 캐피탈
특수지역
(ACT)

특수지역 행정 이사회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 Directorate)

식물병해법 (Plant Disease Act 2002)
유해 동식물 병원법 (Pest Plants and Animals Act

2005)

뉴사우스 웨일스
(NSW)

일차 산업부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식물병해법 (Plant Diseases Act 1924)
식물병해 규제령 (Plant Diseases

Regulation 2008)
유해 잡초법 (Noxious Weeds Act 1993)

유해 잡초규제령 (Noxious Weeds Regulation 2008)
영봉법 (Apiaries Ac 1985)

가축 병해 법 (Stock Diseases Act 1923)
동물병해 (응급발생) 법 (Animal diseases and Animal

Pests (Emergency Outbreaks) Act 1992)

북부 특수 지역
(NT)

일차 산업 및 수산부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and Fisheries)

식물 위생법 (Plant Health Act 2008)
식물 위생 규제령 (Plant Health Regulation 2011)

퀸스랜드
(Qld)

농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식물보호 법 (Plant Protection Act 1989)
식물보호 규제령 (Plant Protection Regulation 2002)

남호주
(SA)

일차산업 지역부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s)

식물 위생법 (Plant Health Act 2009)
식물 위생 규제령 (Plant Health Regulation 2010)

타스마니아
(Tas)

일차산업, 공원, 물 환경부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Parks, Water and
Environment)

식물 검역법 (Plant Quarantine Act 1997)
잡초 관리법 (Weed Management Act 1999)

빅토리아
(Vic)

경제 발전, 직업, 운송 및
자원부

(Department of Economics
Development, Jobs,

Transport and Resources)

식물 방제법 (Plant Biosecurity Act 2010)
식물 방제 규제령 (Plant Biosecurity Regulations 2012)

서호주
(WA)

농식품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방제 및 농산업관리법 (Biosecurity and Agricultural
Management A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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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방제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규제 관리는 각각의 농업 및 환경관리 부서가 관할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던 식물방제관련 관할 행정 법안 및 연방 및 주

정부 행정주관부서는 <표 3-7>에 요약되어 있음.

 법안은 해외 방문객 및 수입 산물의 호주 유입, 호주 국내 유통 및 농산물

수출에 관련한 광범위한 활동 분야를 규제함. 또한 동식물 방제 사업에 필

요한 일차산업 분야 품목별 자조금 거출, 의심 유해 병원균 신고 및 동식

물 방제 대응에 대한 조항들이 있음.

 표에 나타나있진 않지만 연방정부는 개편된 신규 방제법(Biosecurity Act

2015)을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신규 법안이 2017

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퀸즈랜드는 2016년 7월1일 이후 신규 방제법

(Queensland Biosecurity Act 2014) 적용함.

2.4.1.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ttees)

○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ttees) : 국가 위원회는 식물 방제와 관련한 핵

심적인 국가 정책 발전을 추진하고 입법행정절차 진행을 주도함<그림 3-7>.

○ 국가생물안보위원회(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BC) : 지역사회 복지

및 국가 환경,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식물 병원균, 해양과 수산 병원

균에 대한 방제전략 관리. 본 위원회의 핵심 목적은 호주 정부기관들간의 상

호 협력, 조정, 일관성 및 시너지 작용을 증진하는 것임. 의회 장관실에 방제

관련 보고의 의무가 있음.

○ 국가생물안보위원회(NBC) 구성 : 호주 연방정부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DAWR) 장관(secretary)은 방제 위

원회(NBC)에 농업고위직관리 위원회(AGSOC) 회원으로서 참석하며 위원회

좌장 역할을 함. 연방 정부의 농업·수자원부(DWAR)와 환경부 차관(Deputy

Secretary)은 호주 연방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로 참석하고, 식물위생원

과 동물위생원은 감시자로 참석함. 나머지 회원 구성은 각 주정부의 일차산

업 및 환경부서 고위관리직 1인 혹은 2인까지 대표로 참석함.



- 102 -

그림 3-7. 호주 식물 방제 관련 그룹 조직도

○ 식물위생위원회(Plant Health Committee: PHC) : 주요 역할은 호주의 경제,

환경, 지역사회 지원 차원에서 식물 위생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것임. 식물

위생 위원회는 식물 방제 전략 정책 수립, 기술 및 규제 관련 자문 그리고

국내 식물 방제 리더십을 제공함. 또한, 정부의 식물 방제 전략(NPBS) 및

정부간방제협약(IGAB) 수행을 감시함.

○ 현재, 본 위원회 산하 세 개의 분과위원회(식물위생진단(SPHD), 예찰

(SNPHS), 국내 검역 및 시장 접근(SDQMA)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며, 이들

분과 의원회를 통해 식물위생위원회(PHC)는 식물 방제 분야의 행정 입법 결

과 및 표준의 일관성 확립을 돕고 있음.

○ 식물위생위원회(PHC)의 회원 구성은 호주 연방정부, 주정부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식물위생원(PHA)과 식물위생 위원회 세 개 분과위원회 좌장들은

감시자의 자격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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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식물 방제관련 핵심 행정 조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구성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0

2.5. 호주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제 서비스 운영 및 실행

○ 호주 연방 정부의 식물 방제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은 근본적으로 농업수자원

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서들, 즉, 외무부, 환경부, 이민 및 국경보호부 그리

고 기타 정부 기관, 그리고 주정부, 산업체, 민간단체 및 식물위생원과의 긴

밀한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2.5.1. 연방정부 - 농업수자원부(Depar 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DAWR)

○ 연방정부 산하 농업수자원부(DAWR)의 유해 외래 병해충 발생/유입에 대한

영속적인 관리는 국경전, 국경, 국경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그림 3-9>.

본 부서의 방제 관리에 대한 핵심 우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위기관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목표 자원 파악

 식물방제관리를 위해 타 정부 부서, 산업체, 의뢰인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방제 행정조직 기능 및 역할 구성

농업고위직관리위원회
(Agriculture Senior
Officials Committee:

AGSOC)

호주의일차산업정책결정
호주연방정부, 각주정부및뉴질랜드일차산업부

최고위직관료참여

국가생물안보위원회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BC)

동식물병원균, 해양과수산병원균에
대한방제전략관리총괄;

의회장관실에방제관련보고의무

좌장: 호주연방정부농업수자원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DAWR)

서기관 (secretary)
호주정부대표: 연방정부의농업수자원부
(DWAR)와환경부부서기관 (Deputy Secretary)
감시자: 식물위생원 (PHA)과동물위생원 (AHA)
회원: 각주정부의일차산업및환경부서

고위관리직 1인혹은 2인

식물위생위원회 (Plant
Health Committee: PHC)

최고위호주정부식물방제정책포럼;
식물방제전략정책수립, 기술및
규제관련자문및식물방제리더쉽;
정부의식물방제전략 (NPBS) 및
정부간방제협약 (IGAB)수행감시,
국가방제위원회 (NBC) 보고의무

호주연방정부및주정부대표들
감시자: 식물위생원 (PHA)과식물위생위원회

(PHC) 세 개분과위원회좌장들

식물위생분과위원회:진단
(SPHD), 예찰 (SNPHS)

및
국내검역및시장접근
(SDQMA) 분과위원회

식물방제분야의행정입법결과및
표준의일관성확립;
식물위원회자문

각분과별전문가및호주정부 (연방및주정부)
관련분야 (고위) 관리들

감시자: 식물위생원 (PHA), 호주연방과학기술
연구소 (CSIRO), 식물방제협동연구센터 (Plant

Biosecurity CR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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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

 해외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치 않은 병해충의

영향으로부터 경제 및 환경보호

 호주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호주연방정부(농업·수자원부: DAWR)는 주로 국경 이전 및 국경에서 호주로

의 외래 위험 병해충의 진입을 막는 것에 주력하며 국경내부에서의 방제 서

비스 활동은 방제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 즉, 정부기관 (연방 및 주정부)과

산업체, 민간단체들의 공동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식물위생원 (PHA)은 국

경내부에서 특정 병해충의 발생시, 정부와 산업체, 민간 사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을 소집, 이들 간의 협상 및 협력을 도모하는 호주 방제 협력

시스템상 핵심 역할을 함.

그림 3-8.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이전 (Pre-border), 국경 (Border) 그리고 국경 내부
(Post-border)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제 및 예찰 서비스 영속성 및 범주

○ 국경이전(Pre-border) : 국제적 유해 병해충의 위험을 이해하고, 국제 무역

파트너 그리고 민간 분야와 함께 협력, 여행객에게 호주 식물 방제 요구사항

홍보

 국경이전 방제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각적 포럼 운영, 수입물에 대한 위기

분석, 호주의 근접 국가와 함께 식물 위생 조사 공동 실시, 방제력 확대 계

발 감사 활동 등 모든 서비스 내용들은 호주 국경 접근 이전에 식물 위생

위기관리에 목표를 둠.

○ 국경 (Border) : 공항, 항만, 우편물 그리고 호주 해안선 경계선상 유해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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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유입 차단

 국경 감시 활동 서비스에는 수입 인허가 (조건 강화), 탑승객, 수화물, 화물

선, 그리고 우편물들에 대한 조사, 감사 활동, 외래 동식물 및 병해충을 위

한 모니터링과 예찰, 그리고 국경내부 검역을 포함. 각주의 경계선에 기본

을 두기보다는 본 활동들은 다섯 개의 통합된 지역에서 수행됨.

○ 국경 내부 (Post-border) : 농업·수자원부는 다른 호주 연방 정부 기관, 주정

부 (농업관련 부서) 그리고 산업 파트너들과 호주의 일차산업과 환경에 악영

향을 미치는 식물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응

 본 활동은 국내 정책 개발, 진단 및 예찰 능력과 감시 역량 확대, 위기관리

준비성 함양 그리고 응급조치 등을 포함

○ 농업·수자원부는 또한 호주 산업체들의 국제 시장 접근 및 호주 대상 무역

파트너들의 호주 시장 접근을 쌍방, 지역 그리고 다각적 협약을 통해 추구

함.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국제 무역 장해 제거

 포트폴리오 산업을 위한 시장 접근 문제 진행과 해결

 포트폴리오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원과 농업적 협동 수행

 포트폴리오 산물과 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 개발 협조

○ 농업·수자원부의 시장 접근 노력은 중국, 유럽,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중앙아시아, 태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농업 상담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고 강화되고 있음. 본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은 정

부와 산업체 그리고 민간사이의 파트너십임.

2.5.2. 기타 연방정부 부서들의 식물 방제 관련 역할

○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 해외 무역 및 개

발 정책 조언을 담당하며, 다른 정부 기구들과 함께 호주의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상호 이익 조정

○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환경에 유해한 병해충과 외래 식

물들에 대한 국내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환경보호 및 동식물 다양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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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과 국제 멸종 위기 동식물 무역거래(CITES) 준수와 환경 문제들의 위

험 평가에 대해 농업·수자원부 자문 역할

○ 이민 및 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 호주 경계의 안전과 보전관리를 책임지며, 호주연방경찰국, 농업·수

자원부 및 국방부와 함께 협력하여 호주 경계를 통해 유입되는 모든 상품과

사람의 이동 조절 및 관리

○ 기타 정부 기구들 : 농업 수자원부 산하 호주 농업광업연구소(ABARES)는

식물 방제 시스템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최근의 과학 기술 및 경제적

자문 역할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0

그림 3-9. 농업수자원부의 국경 식물 방제 감시를 위한 5개 경계구역 설정

○ <표 3-9>에는 국경이전 (Pre-border), 국경 (Border) 그리고 국경 내부

(Post-border)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제 절차상 서비스 내용들에 대한 연방

정부, 주정부 그리고 관련 공기관과 산업체와 생산자들간의 역할에 대해 요

약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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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국경이전 (Pre-border), 국경 (Border) 그리고 국경 내부 (Post-border)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 정부 및 관련 기관 방제 서비스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6

○ 식물 위기 병해충 발생시 정부의 역할 : 식물위기관리대책(EPPRD) 및 방제

가이드라인(PLANTPLAN)에 따라 방제 대상 식물 병해충이 단일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관할 주정부 산하 농업 혹은 일차 산업관련 부서

가 관리를 주도함. 만일, 대상 병해충원이 호주에 존재하지 않던 외래종이거

나 1개주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호주 연방정부 산하 농업·수자원부

(DAWR)가 국가 전체 방제 관리 주도함.

2.5.3. 민간부문 식물방제

○ 호주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활동 이외에 민간 분야

도 식물 방제 시스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컨설턴트 및 농 자재상 : 호주에서 민간 컨설턴트와 농자재상은 식물 생산

업체 및 생산자들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조언과 다양한 작물에 걸쳐 주요 생

방제 구역 실행 기관 및 부서 방제 절차상 서비스 내용

국경이전
(Pre-border)

연방정부 :
농업 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DAWR)

위기 분석 및 수입 인증절차(수입물
위험성 분석 및 관련 정책입안, 위기

관리 및 소통)
수출시장접근 대외 협상

해외 시장 평가, 감사 및 협정 준수 검증
국제 기준 계발

대외적 방제능력 확대
국제 병해충 고급정보 수집

국경
(Border)

연방정부 :
농업 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DAWR)

조사 및 모니터링
규제 및 인증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및 실행
정책수행
교육 및 인지

국경 내부
(Post-border)

각 주정부 및 연방정부,
식물산업단체, 식물위생원 및 생산자,
민간 (컨설턴트, 농자재상, 전문가

협회 등)

감시 및 예찰
국내 유해 병해충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조정
국내 검역
병해충 관리

병해충 발생 예방, 사전 대응
위기 상황 대비
예비 연습
교육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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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역에서 컨설턴트들은 해박한 식물 방제 기술 조언을 담당함. 생산자와

긴밀하게 협력 하는 것은 방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 농장 수준에서의

방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임.

 농자재상은 또한 다양한 호주 식물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농자재/물

류 체인을 통해서 지역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농자재상은 또한 농업관련 광범위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술

네트워크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호주 내 재배되는 모든 작물분야에 걸쳐

식물 방제 문제를 위한 특별 서비스 및 다양한 무료 자문/상담 서비스 제

공함.

○ 전문가 협회: 과학적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호주 협회 및 연합은

식물 방제와 연관이 있음. 본 조직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호주생물

안보(biosecurity)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함.

 연구 발견의 동료 평가(peer review)와 출판

 해충, 병 그리고 잡초 지식의 제공

 과학적 관찰

 식물 검역 연구 공유를 위한 포럼 실시

 식물 검역 정책의 개발과 응용 그리고 국제적인 식물위생(phytosanitary)

기준의 개발에 대해 독립적인 조언과 참여

 식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에 프로정신 함양

○ 이외에 호주 식물 병해충 협회, 호주 분자생물학 협회, 호주 곤충학 협회, 호

주 농학 협회 그리고 호주 잡초 협회 등이 관련됨.

○ 호주 항공농업 운영단체 : 항공 농업은 호주의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지난 약 5∼6년간에 걸쳐 약 300기의 농업 항공기가 효과적인 비료, 종자 및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방제용 농약 (살충제) 살포를 위해 사용되어왔

음.

 농약의 항공 살포는 특히, 등록된 농약만이 한정적으로 허락되며 특히, 지

상으로 부터 일정 작물 높이에 따른 제한, 대상 해충의 관리가 단기간에

이루어 져야 할 때 그리고 기후 및 토양 상태에 따라 트랙터 등 지상 방제

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음. 농업용 항공기를 조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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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생산자들이며 이들은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별

한 응용 서비스 접근이 가능함.

2.6. 호주 정부의 외래 병해충 발생시 식물 방제 절차(위기관리 대응) 

○ 호주의 식물 방제 대상 외래 유해 병해충발생시 방제 기술적인 관리는 연방

정부의 재원으로 식물위생원(PHA)이 마련한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

(Emergency Plant Pest Response Deed: EPPRD)안의 부록인 식물방제 가이

드라인(PLANTPLAN)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응급 및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로 대응/관리하고 있음.

○ 식물 위기 병해충 발생시 정부의 역할 : 식물 위기관리 대책 (EPPRD) 및 방

제 가이드라인(PLANTPLAN)에 따라 방제 대상 식물 병해충이 단일 지역에

서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관할 주정부 산하 농업 혹은 일차 산업관련 부

서가 관리를 주도함.

 만일, 대상 병해충원이 호주에 존재하지 않던 외래종이거나 1개주 이상에

서 발생한 경우 호주 연방정부 산하 농업·수자원부(DAWR)가 국가 전체

방제 관리 주도함.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6

그림 3-10. 호주 국내 위기 병해충 발생시 진단 실험실과 위기관리그룹 소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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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식물 방제의 경우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PLANTPLAN)

에 따른 단일시스템에 의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그룹들이 관리하

도록 되어 있음. <그림 3-10>은 위기 병해충 발생시 진단 실험실과 위기관

리그룹 소통 구조를 도식화 하여 보여주고 있음.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

이드라인(PLANTPLAN)에는 또한 수집된 병해충원 샘플의 관리를 위한 기

록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한 자세히 기술 하고 있음(Plant Health

Australia, 2016).

○ 위기관리 식물 병해충 발생시 식물 위기관리 그룹인 응급 발생 식물병해충

상담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Emergency Plant Pests: CCEPP), 과학

기술자문단(Scientific Advisory Panel: SAP), 그리고 국내관리그룹(National

Emergency Plant Pest Management Group: NMG)들이 역할을 수행함.

○ 응급발생(위기)식물병해충 상담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Emergency

Plant Pests: CCEPP) : 방제 기술 위원회로 국내관리그룹에 위기 유해 병해

충원의 호주 국내 유입 가능성/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 위기대응 절

차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함.

 본 회의 구성은 정부 관계자 대표와 유해 식물 병해충 피해 대상 품목별

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됨(매뉴얼에 별도 기술). 기술적 방제관리 절차에 따

라 해당 병해충원의 완전 박멸 단계 절차를 거친 후 본 위원회의 해당 병

해충원에 대한 책임이 소멸됨. 본 위원회는 방제 절차 단계 중 어느 시점

이든 대상 병해충원의 완전 박멸에 대한 기술상의, 비용 상의 그리고 경제

적인 가치 측면에 대해 국내 관리 그룹 (NMG)에 조언할 수 있음.

○ 과학 기술 자문단(Scientific Advisory Panel: SAP) : 위기식물병해충 상담위

원회 (CCEPP)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음.

 과학적 기술 자문 그룹으로 전문가로서 발생 병해충원의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병해충원의 생물학적 특성, 진단방법, 예찰 시스템, 형태 및 관리

옵션 등

○ 국내관리그룹(National Emergency Plant Pest Management Group: NMG) :

식물 위기 병해충원 방제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 위기 식물병해

충 상담위원회(CCEPP)의 구성과 유사하게 정부 관계자 대표와 유해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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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피해 대상 품목별 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됨(매뉴얼에 별도 기술). 해

당 병해충 피해 대상 산업체 대신 대응책 및 비용 공유사안 의결, 국가 정책

및 방제 자원 확보 등의 역할을 함. 국내 관리 그룹(NMG)은 또한 해당 병

해충원 박멸에 대한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위기 식물병해충

상담위원회(CCEPP)의 결정 권고안을 검토 후 방제관리를 멈추거나 혹은 박

멸을 위한 추가적인 방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위기관리대책(EPPRD)에 따라 국내관리그룹(NMG)은 정부와 산업체간 방제

비용 분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기 식물 병해충원의 산업체 및 공공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른 정부와 산업체간 방제비용 분담 비율은 <표

3-10>에 요약되어 있음.

표 3-10. 위기관리 대책 (EPPRD)에 따른 위기 식물 병해충원의 산업체 및 공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른 정부와 산업체간 방제비용 분담 비율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6

방제 이익 구분
비용분담
비율

해당사항 (해당 병해충이 방제 기술적으로 완전 박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제1형
(매우 높은
공공 이익)

정부 100%

자연 생태학적으로 주요 환경적 피해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주변 식생에 심각한 피해 유발
상업적 작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경우

즉, 병해충의 발생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특정 상업적 작물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람의 건강, 환경 및 주변

식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제2형
(높은 공공
이익)

정부 80%
산업체 20%

직접적으로 공공장소 및 환경, 개인 가구의 피해가 있거나 무역
거래 손실 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혹은 국가 전체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경우
병해충 발생에 따른 고비용 발생, 병해충 퇴치가 특정 작물 생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형
(평범한 공공
이익)

정부 50%
산업체 50%

일차적으로 특정 작물군에 피해를 주게 되며 또한 공공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공장소 및 환경, 개인 가구의 피해
혹은 무역 거래 손실, 혹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어느 정도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경우

제4형
(특정 개인
(단체)의 이익)

정부 20%
산업체 80%

일반적으로 자연생태환경 혹은 공공에는 거의 영향 없음. 특정
작물군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추가 생산, 관리비용 혹은 원치 않은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 무역관련 심각한 국가적 혹은 지역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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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식물 병해충 방제 위기관리 절차상 단계

○ 위기 병해충 발생에 대한 대응은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PLANTPLAN)에서 방제 관리상 기술적 주요 진전 수준에 따라 1) 조사 및

경고 단계, 2) 기술적 방제 단계 그리고 3) 철수 단계로 구분되며 이러한 단

계를 모두 거치게 되면 일상으로 돌아온 회복단계에 이르게 됨.

○ 대조적으로,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mergency Plant Pest Response Deed:

EPPRD)에 명시되어있는 단계들은 단계별 위기관리 대책(EPPRD)의 법률적

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제활동 및 비용 분담(cost sharing)등 법

률적 절차 행위로 구분함<그림 3-11>.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6

그림 3-11.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PLANTPLAN)과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
(EPPRD)단계들 간의 관계

2.6.2. 조사 및 경계 단계(Investigational Aler t Phase)

○ 조사 및 경계 단계의 목표는 응급(위기) 정도와 적절한 방제 활동 과정을 결

정하기 위해 위기 병해충(EPP) 상황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짓는 단계로 호주

연방 정부 또는 관련 주정부가 의심 위기 병해충(EPP)의 보고를 받았을 때

시행 및 조사를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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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병해충(EPP)에 대한 이해와 판단, 효과적 억제 및 근절 가능성 타진,

전파 속도, 산업과 무역, 경제 손실 가능성 및 가능성 있는 환경 영향에 대

한 중요도 등 파악

○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PLANTPLAN)의 조사와 경계단계는 병

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단계의 발생 정의 단계(Incident definition

phase)와 함께 동시에 진행함. 본 단계에 진행되는 활동들은 일반 병해충 관

리(normal commitments)로 간주되고 국내관리그룹(NMG)에 의해 특별하게

승인되지 않는 한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에 따른 정부와의 비용 분

담 (cost sharing)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됨.

 주관 정부 부서(Lead agency)가 공식적인 통보를 위기식물병해충 상담위

원회 (CCEPP)에게 제공

 보고 사안이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하에서 요구되어질 때 위기식

물병해충상담위원회(CCEPP)가 이메일, 통신 또는 직접 만나 회의 진행

 국내관리그룹 (NMG)이 형성됨.

 진단의 확정

 주요 대응 구성원이 결성되어 필요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기함.

 예방책이 채택이 됨.

 식물 위기 병해충원(EPP) 발생의 정도가 결정되어지고 통제방법이 정해짐.

 방제 활동의 적절한 과정이 결정되어지며 필요시 관련 재정 및 필요 자원

계획 준비

2.6.3. 기술적 방제(작전) 단계(Operational phase)

○ 기술적 방제(작전) 단계의 목표는 식물 위기 병해충원(EPP)을 기술적으로 근

절시키는 것임. 본 단계는 해당위기 병해충원(EPP)의 방제 대응 계획안이

국내관리그룹(NMG)에 의해 통과될 때부터 시작됨.

○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PLANTPLAN)에서 기술적 방제(작전)

단계는 병해충위기관리대책(EPPRD)에서 위기대응(응급조치)단계와 함께 진

행됨. 위기 대응이 성공적일 때에는 관리 해제(Proof of freedom) 단계도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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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단계에서 대응/조치 계획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방제 활동 수행에 따라 발

생하는 방제관리 비용은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하에서 비용 분담이

적용됨 (표 3-10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서 혹은 국내관리그룹(NMG)이 결정

한 바에 따라서 비용 분담이 적용됨). 본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

행됨.

 주관 정부 부서(Lead agency)가 국내관리그룹(NMG)이 동의한 조치 계획

을 실행함

 주관 정부 부서(Lead agency)가 위기식물병해충 상담위원회(CCEPP)에게

주기적으로 서면 및 구두로 상황 보고

 주관 정부 부서(Lead agency)가 위기식물병해충 상담위원회(CCEPP)와 국

내관리그룹(NMG)에 주기적으로 경비 보고

 방제 관리 해제 증명(Freedom of Proof) 활동이 있을 수 있음.

 국내관리그룹(NMG)이 위기 병해충(EPP)이 근절됨을 선포(위기관리 계획

이 성공했을 때)

 국내관리그룹(NMG)이 위기관리계획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효율 감사업체(Efficiency Auditor)를 지정함.

○ 위기 병해충 발생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최초 대응 조치 계획의 실행에 참여

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를 지불받게 됨. 추가적으로 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 단체들은 병해충위기관리대책(EPPRD)하의 정부와의 비용분담(cost

sharing)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비용 분담을 위한 청구를 협조, 청구 내용을 확인

하고 취합하는 책임이 있으며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게 청구신청에 관련한

그들의 책임들을 상기시키고 대응 조치 실행 후 한 달 (30일)이내에 연락을

취해야함.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홍

보물을 제공함.

○ 본 청구서는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모든 피해를 입은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또한 분기별마다 식물위생원(PHA)에 승인된 위기대응

방제관리 (조치) 계획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모든 피해 당사자들이 제

출해야할 의무가 있음. 만약 피해 당사자가 청구기간동안 발생된 비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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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식물위생원(PHA)에 알려야 함. 모든 청구서가 식물위

생원(PHA)에 의해 확인이 된 후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게 관련 있는 지불

(payable) 및 청구(receiveable) 금액을 알리게 됨.

○ 위기 병해충원(EPP) 발생에 대한 조치 관련 비용이 전부 피해 입은 당사자

들 사이에서 비용 분담에 위한 원칙(cost sharing)에 적합할 수 없음.

2.6.4. 철수단계(Stand Down Phase)

○ 철수단계(Stand Down Phase)의 목표는 위기관리 대응 조치 배치에서 정상

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철수 단계로의 진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됨.

 조사 및 경계 단계에서 위기병해충원(EPP)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확인된 위기병해충원(EPP)의 근절이 위기식물병해충상담위원회(CCEPP)의

자문의견에 근거하여 국내관리그룹(NMG)에 의해 쉽지 않다는 것이 결정

됨.

 위기관리 계획(Response Plan)의 실행에 따라, 국내관리그룹(NMG)이 공식

적으로 그 상황이 ‘위기 병해충원(EPP)이 성공적으로 근절되었음’ 또는 ‘근

절이 더 이상 쉽지 않음’ 등으로 종결되었음을 공포

○ 철수단계가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가이드라인(PLANTPLAN)에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병해충위기관리 책(EPPRD)에는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철수단계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은 법률적인 병해충위기관리대책(EPPRD)과정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병해충위기관리대책(EPPRD)에 근거한 비용분담 신청

자격이 없음.

○ 철수단계로 진입하는 결정은 관할관청이나 관련 산업체가 병해충위기관리 대

책(EPPRD)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활동에 대한 것까지 금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관련 산업체와 연계된 주정부들

은 철수단계 후에 대체 전략을 수용해야 함(장기적인 관리 방법 수립 등).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영역 밖임. 한 가지

예외 사항은 위기관리 계획 실행의 종료 후 이루어진 외부 회계감사활동 사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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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역할과 예산

○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호주에서 식물 방제를 위한 정부-산업 협력

(partnership)의 국내적인 협력자임. 비영리 단체로서, 국내적인 식물 방제 시

스템을 위해 구성원 및 독립적인 방제서비스 강화 단체들을 위한 서비스 제

공.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정부와 산업체가 협력 하도록 촉구함

 호주의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 대응 방안 마련의 실행과 통합을 촉구

 식물 방제 위험의 국내 관리 지원

 호주의 식물 방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 하며 이에 대한 강화를

감시

 호주 식물 방제 시스템의 미래 요구사항 결정

 식물 방제에서 개선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노력함.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영향 감소와 호주 식물 위생(건강) 상태 향상

 국내 및 국제적으로 무역에 도움

 생산자들의 삶(생계) 보호

 식물 산업체의 지속성 및 소득증대 지원 및 관련 지역사회 지원

 환경 보전 및 지역 사회 공동체 환경 보전

○ 또한, 최근 호주 식물원의 민관 협력에 의한 식물 방제 및 예찰 능력 확대

사례가 늘고 있음.

 과실 파리 방제 웹사이트 운영, 국내 과실 파리 협회를 대신하여 2015년에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 광범위한 호주 전역에 생산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

인 정원사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참여 증진으로 열대성 과실 파리의 조

기 예찰 능력 확대, 민관 협력 성공 사례 등

○ AUSPestCheck 예찰 시스템은 2015년에 호주 식물위생원(PHA)이 새로이 개

발하였으며, 2016년에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적인 외래 병해충 예찰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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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호주 정부와 대부분의 식물 관련 농업 산업체는 호주 식물위생원

(PHA)의 회원임.

 2015년 12월 까지 총 53개 회원단체 참여

 호주 식물위생원(PHA)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가입 회원은 누구나 호주 식

물 방제 문제를 함께 할 수 있음.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EPPRD)에 조인

및 서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식물 위기 병해충

(EPP) 유입에 따른 방제활동에 대한 중요한 수혜자가 될 수 있음.

2.7.1. 파트너십(Par tnerships)

○ 호주에서는 식물 방제 시스템의 통합과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체간에 파트너십으로 작동됨.

 식물 방제를 위한 공동 책임에 대한 동의하에 식물 생산자 단체 이외에도

많은 호주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개선된 생산성, 생산 품질, 시장 접근성,

무역, 이윤성, 지속성 및 환경보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정부와 산업체간의 파트너십의 육성, 강화 및 확장은 식물위생원(PHA)의 일

차적 역할임.

 식물위생원(PHA)을 통해, 식물 방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그 해결점을 찾는데 상호 동의를

해야 함.

 또한 식물위생원(PHA)의 독립성은 참여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공

평한 접근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식물방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

인 시각으로 식물방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케 함.

○ 이외에도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호주 식물위생원(PHA)은 호주 정부의 식물

방제 전략 수립, 외래종 유입에 대한 식물 병해충위기관리, 병해충 감염 위

기 감소 및 방제 예산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2.7.2. 예산

○ 호주 연방 정부의 2016∼17년 예산 중 동식물 방제 예찰 및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15.9백만 호주달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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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5시즌에 51개 호주 식물위생원의 회원들(34개 산업체 회원과 9개 정

부 회원 및 8개 준회원)의 회원 가입비 납부, 정부 및 산업체의 비정기 펀딩

(예; 정부의 식물방제 전략 프로젝트 지원 등) 및 은행이자로 부터 얻은 식

물방제 사업관련 수입액의 변화 그리고 정부 및 산업체(자조금)의 정기 회비

합산액, 준회원 참여 및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EPPRD) 프로그램 운영 회비

납부액 현황에 대해 각각 <그림 3-12>와 <그림 3-13>에 나타나 있음.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5

그림 3-12.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지난 15년간 수입 변화

출처 : Plant Health Australia, 2015

그림 3-13.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프로그램 운영 회비 납부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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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방제 예산운용에 있어 호주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이끌고 있는 호

주 식물위생원의 수입은 바로 호주(정부) 식물 방제의 예산을 대표하는 지표

임. 지난해는 총 6.25백만 호주달러 수입지출 부분은 위험요소 관리 2.9백만

달러, 파트너십 1.4 백만 달러, 위기 대응 및 관리 1.0백만 달러 그리고 회사

운영에 약 87만 4천 달러 지출했음.

2.8. 호주사례의 시사점

2.8.1. 효율적인 방제시스템의 구축

○ 호주는 최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대처 및 대 내외 산업 보호를 위한 방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분포 및 빈도의 변화, 일차산물 수출증가,

국내 유입되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외래 동식물 및

병원균 유입 위기에 따른 병해충 예찰, 진단 및 방제비용 증가 등으로 방제

체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단일 기구에 의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음.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민간 컨설팅 회사들, 품목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특히 민간 차원의 품목별 조직들의 참여가 중요

○ 2018년 이후 병해충 방제 연구 및 지도관리 역할을 담당해온 CRC 조직의

해체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중임.

○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내외적 방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방제 체계상 보고를 일원화하고, 관련법률 행정의 효과적 운영 및 정

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8.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 2008년 9월에 발표된 호주 정부 동식물 방제 정책 보고서인 비엘보고서(Beal

Review)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행정 협력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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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대내외적 방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방제 체계상 보고

의 일원화, 절차상 간소화 및 법률 행정의 효과적 운영 및 정비 등이 포함

됨.

○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동식물 방제 역할 분담, 방제에 있어 불필요하고

절차상 비효과적인 법률 중복 부분 삭제 및 정비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간 방제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대처 및 농업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의 컨

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이 필요함.

2.8.3. 총괄기능 강화 및 전문가 집단 활용

○ 호주는 2000년 식물위생(방제) 전반에 걸친 대표성을 갖춘 국가 출연기관으

로 호주 식물위생원(PHA)을 신설하여 식물방제와 관련한 연방 및 주정부들

의 전략수립, 법률 및 행정집행 지원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함(예; 호주

과실파리 전략 (National Fruit Fly Strategy)과 식물 방제 전략 (National

Plant Biosecurity Strategy: NPBS) 등을 지원).

○ 또한 호주는 과학적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 병해충협회, 분자생물학

협회, 곤충학 협회, 농학협회 및 잡초협회 등 다수의 협회들이 식물 검역

연구 공유를 위한 포럼 실시, 식물 검역 정책의 개발과 응용 그리고 국제적

인 phytosanitary 기준의 개발에 대해 독립적인 조언과 참여를 통해서 생물

안보(biosecurity)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식물병해충과 관련하여 총괄기능을 수행할 조직의 마련이 시급하

며, 전문가들이 식물병해충 관련 포럼이나 위원회 등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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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3.1. 미국의 식물 예찰, 방제체계의 변천 과정6)

○ 미국 농무부가 1862년 5월에 신설된 후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지

만, 농작물의 경우는 새로운 종자나 식물들에 대한 실험,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배포 정도의 역할만이 수해되었음.

○ 미국에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제활동은 50년 후인 1912년 식물

방제법(Plant Quarantine Act)의 제정과 연방원예청(Federal Horticulture

Board)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음.

 식물방제법에서는 해충 및 미국 농업을 해칠 질병을 갖고 있는 식물의 미

국 내 반입과 주들 간 이동을 규제하는 권한을 농무성에 부여함.

○ 1953년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가 신설되면서 방제 및 검

역 업무는 연구와 규제부서들의 역할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며, 1957년 연방

식물해충법(Federal Plant Pest Act)이 제정되면서 농무부의 허가 없인 외국

으로부터의 해충 유입이 금지됨.

○ 동식물 검역에 대한 연구 활동 및 강제규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

식물 건강규제 기능들이 농업연구소 내에 신설된 동식물위생소(Animal and

Plant Health Service)로 이전 되었고, 1972년에 육류 및 가금류 검사 기능들

이 이전되면서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동식물검역청은 비슷한 여러 전문 분야들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동식물검역청의 주요 업무는 미국 농업 자원의 안전보전에 있음.

6)https://www.aphis.usda.gov/aphis/banner/aboutaphis/SA_APHIS_History와 

https://www.aphis.usda.gov/about_aphis/downloads/40_Year_Retrospective.pdf 에서 주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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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에는 연방유해잡초법(Federal Noxious Weed)에 의해 유해한 식물들은

농무성 장관의 선언 하에 주간 이동이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조사, 포획 및

퇴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음.

○ 1980년대에 동식물검역청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임무들이 부여되면서 비약

적으로 확장되었음.

 1985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과 함께 농무부 장관의 선언 하에 모든 동식물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관련 제물들의 관리권을 동식물검역청이

갖게 됨.

 1987년에 식물보호 및 검역프로그램(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rogram)안에 생명공학 및 환경 조정실이 신설되었으며, 2002년에는 생명

공학 규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조정되었음.

○ 1987년에 동식물검역청의 국제 프로그램 직원들에게 외교관 (Foreign

Service Staff)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동식물검역청 내에 국제 서비스 프로그

램(International Service Program)이 설치되고 안전한 국제 무역 증진을 돕

고 있음.

 해외 담당 직원들은 현지의 직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이 수

출국가에서 출항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X-ray 검사를

통한 불법 물품이나 여행객의 수하물 검사도 시작하였음.

○ 1990년대에 동식물검역청은 예산 감축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증가

하는 업무 부담과 축소되는 정부 예산에 따라 1991년부터 동식물검역청의

서비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수출입자들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동식물검역청은 증가하는 국제 무역 속에 미국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 무역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표준(Sanitary and Phytosanitary trade standards: SPS)

을 정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음.

 병해충 청정지역 지정은 미국 생산업자들의 수출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마

침내 노스캐롤라이나 옥스포드시에 식물검역과학기술센터(Center for Plant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CPHST)의 운영을 시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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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는 기존의 식물방제법, 연방식물해충법, 연방유해잡초법을 통합한 식

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을 발효하여 농무부 장관이 미국 내 식물 해

충의 도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동식물검역청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모든 유전자 변이 식물들은 식물 해충

으로 간주되어 규제됨.

○ 9/11 사태 이후 동식물검역청 출입국항 검사 업무 대부분이 2002년에 신설된

미 국토안보부의 관세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으로 이전되었으

며, 2002년에는 생명공학 규제 서비스 (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의

신설로 유전자 변이 식물의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현재까지 86천 곳의 장소

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80여종의 제품에 비규제 지위를 부여하였음.

2009년도에는 자발적 심사로 인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인 생명공학 품질관리

제도(Biotechnology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시작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도를 높이고 심의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음.

○ 2000년 이후 첫 10년간 동식물검역청은 질병퇴치와 기술진보, 공동작업 등에

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

 2004년에는 과학적 전략과 위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콩에서 발견된 아시아

콩녹병(Asian Soybean Rust)에 대해 미국 콩 생산자들에게 최적 작물 재

배 방안(Optimum Crop Management Practices)과 화학 살균제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이듬해 미국 콩 생산자들의 이윤이 전년대비 1천 1백만 달러

증가하게 되었음.

○ 2000년에 동식물검역청은 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함으로써 2001년부터 대부분의

매뉴얼과 서류들을 온라인상으로 열람하게 하고 신청 및 허가 등도 온라인

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3.2. 미국의 식물 방제의 목표7)

○ 미국 식물 방제의 목표는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2002)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 환경 및 미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식물의 해충 및 유해 잡초의 발견,

7) https://www.aphis.usda.gov/plant_health/downloads/plant-protect-act.pdf 에서 주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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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근절, 억제, 예방 또는 확산을 지연.

 농작물과 다른 식물, 식물의 해충 및 유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저 위험

수단으로 보통 바람직한 생물학적 방제를 가능한 한 사용하기 위함임. 이

는 농무부, 다른 연방 부서, 미국 내 주 등 실현 가능한 어느 곳으로부터도

사용되어야 함.

 가능한 한 농무부 장관의 책임아래, 식물의 해충 및 유해 잡초 보급의 위

험이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물의 해충이나 유해 잡초로 의심될만한

위험을 가진 농산물이나 어떤 상품들의 수출, 수입과 지역간 농산물 거래

를 촉진.

 수입, 수출 및 지역간 통제된 이동 물품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을 과

학적 연구에 기반에 둠.

 허가될 수 있는 식물이나 식물 제품, 생물학적 방제 생물들, 또는 어떤 물

품들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확대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부드러운

유통을 허용.

 미국 안으로 또는 주간의 식물 해충 및 유해 잡초의 유입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수출 시장을 보호.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는 식물 해충 또는 유해 잡초의 도입 및 확

산을 가져올 식물 해충, 유해한 잡초나 식물, 아무런 유전자 변이 작물, 식

물 제품, 식물 해충이나 유해 잡초를 숨길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통제되는 않은 유통을 근절.

 미국의 작물 및 다른 식물, 식물 제품 과 지역 내 거래 또는 국제 거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미국 내부와 전역에 유행되거나 분산된 새롭거나 알려

지지 않은 어떤 식물 해충이나 유해 잡초의 존재를 저지.

 미국 내 거래 및 외국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물 해충, 유해 잡초,

식물 해충이나 유해 잡초로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식물, 식물 제품, 기타 제

품들을 규제.

3.3.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8)

○ 미국 농업의 건강과 자연 자원의 가치 보전을 목표로 1972년에 세워진 동식

물검역청은 미국 동식물 예찰·방제의 중추기관임.

8) https://www.aphis.usda.gov/aphis/home에서 주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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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농업의 건강 보호와 증진, 유전자 변이 동식물 규제,

동물복지법을 집행, 야생 피해 관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비상계획안을 제시하고 해당 주와 함께 신속하게 병해충 퇴

치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함.

 동식물검역청의 사명은 미국 시민과 의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야생생물 손

실·질병관리, 유전자 변이 작물이나 동물 복지 구제, 공공 건강과 안전의

보호, 외래종 해충과 병원균에 노출된 자연자원들의 보호 등에 까지 확장

되어 왔음.

3.3.1. 조직구성9)

○ 동식물검역청은 6개의 운영 프로그램 부서(동물보호, 생명공학규제서비스, 국

제 및 무역지원팀,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 수의서비스, 야생생물서비스)

와 4개의 경영지원부서(법적공공서비스, 시장규제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개

발, 원주민협력그룹), 그리고 2개의 연방정부지원부서사무실(인권, 다양성과

포괄성부,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부)들로 구성됨<그림 3-14>.

 식물 방제 및 예찰과 관련된 부서들은 생명공학규제서비스, 국제 및 무역

지원팀,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 등임.

그림 3-14. 동식물검역청의 조직체계

9) 상세내용은 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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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예산

○ 미 농무부는 2015년에 $24억 달러에 달하는 미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150

개 이상의 무역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도왔음. 2017년에는 동식물검역청 의

무 예산인 농업법에 의한 $62.5백만 달러와 농업 방제 검역 수수료와 사용자

수수료인 $229백만 달러를 합한 $292백만 달러와 재량 예산 $904백만 달러

를 합한 총 $1,196백만 달러 예산을 제안했음.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 3-11>과 같음.

○ 2017년 검역소 예산을 보면 식물 건강과 농업 방제 검역 수수료가 전체 예산

의 42%를 차치하고 있음. 특이하게 검역 수수료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농업법 지원금은 전체의 5%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표 3-11. 미국 동식물검역청 예산

1) 2015년도 심각했던 조류독감과 소 결핵 퇴치를 위한 상품신용공사로부터의 비상지원금
2) 총 수입금은2015,16 그리고 17년도에 각각 $634 백만, $723 백만, $754 백만 달러였고 이중 $467백만, $516
백만, $535 백만을 국토방위부에 지불하였음.

프로그램 2015 지출 2016 추청 2017 예산
재량예산

안전망, 비상 대책/대응
동물건강 288 296 305
식물건강 305 314 288

야생 서비스 109 120 105
규제 서비스 35 35 35

비상 관리 17 17 45
안전 무역 및 국제 기술 지원 36 37 42

동물 복지 29 29 29
타 기관 활동지원 52 52 52
총 임금과 비용 871 903 901

간물과 시설 3 3 3
비상 재정 지원1) 1007 0 0

총 재량예산 1881 903 904
의무예산

농업 방제 검역 수수료 167 207 219

신용기금 과 사용자 수수료 9 10 10
농업법 프로그램 58 58 63

총 의무 예산 234 275 292

총 동식물검역청 예산 2115 117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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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농업법 10007조 하에서 검역청은 미국 식물 건강을 위한 연방, 주, 부

족 및 비정부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14년 예산 년도부터 2017년

까지 매년 $62.5 백만 달러를 상품신용회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에 지원하고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75 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2009년 이후 검역청은 1,700 개 이상의 농업법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여 왔음.

3.3.3. 인력

○ 10007조하의 예산은 특별히 식물 병해충 관리와 질병 예방 프로그램과 국립

안전식물망(National Clean Plant Network)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동식물검역청은 대략 8,000명의 정식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5,000명의

직원들이 항구, 국경지역 및 농장 조사관으로 배치되어 있음.

3.4. 미국에서의 현 방제체계 변화의 계기와 특징, 효과 및 개선점

3.4.1. 방제체계 변화의 계기

○ 9/11 사태는 미국 연방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식물 병해충의 갑작스

런 도입에 대한 역사적 관심에 더하여 해충이나 병원균의 의도적 도입의 위

협이 매우 실재적인 가능성 하에 놓이게 되었음.

○ 그러한 가능한 위협 하에서 생물학적 국가안보가 중요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안보의 실패는 미국 농업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미국 식량 공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이러한 미 국경에 접

근하는 농산물 위협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 국토 안보부

가 설립되었음.

○ 미 관세 국경 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청)은 미국에 들

어오는 여행객 수하물, 운반수단, 선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으로

의 동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막고자 하며,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과 함

께 이러한 미 농업과 자연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명을 공유함.

3.4.2. 방제체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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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물 방제체계는 2003년 이후 동식물검역청과 국토안보부(관세청)으로

이원화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임. 그러나 여전히 검역소가 전체적인 리더역할

을 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국경에서의 검역만을 담당하고 있음.

○ 검역소는 미국으로 유입 가능한 품목들에 대한 정책과 규제들의 정립, 해충

들의 규명, 관세청 직원들의 훈련, 위험 평가실시, 방법론 개발 협력 등의 역

할 수행으로 미 농업과 자연 자원을 모든 병해충으로 보호하고자 함.

○ 검역소와 관세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과 자국의 식량 생산 및 생태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

3.4.3. 방제체계 효과

○ 이러한 농업 사명을 2003년에 국토안보부에 주입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분야로 사명이 확대되었고, 미 농업과 자연자원 보호가 보다 가속적으로 강

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음.

○ 동시에 검역소 직원을 관세청으로 이직시킴으로써 안보 필요에 초점을 둔 미

국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미국 안보에 기여하였음.

3.4.4. 방제체계 개선점

○ 2007년 4월에 검역소와 관세청은 연합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리더십, 합동

계획, 지원, 비상대응, 훈련, 소통, 수행능력평가, 정보관리, 규제 적용, 해충

인증 분야에 대한 개선점들을 제안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제안을

요약 정리하였음.

○ 관세청 내에 모든 항구, 항만, 현장 사무실에 다양한 직급의 농업 전문가 조

직이 있기 때문에 농업위험에 관한 관리와 분석,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

며, 농업 위험을 평가하는 기존의 분석 도구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분석 도

구가 필요함.

○ 검역소와 관세청에서 농업 방제 검역 사용자 수수료와 관련된 자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 검사 체계를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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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의 전문성과 능력, 자원들이 관세청 운영에 보다 잘 통합되도록 두 기

관의 농업 연결 장치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 검역소와 관세청은 농업 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새로운 훈련 기회를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검역소와 관세청 모든 직급의 관리 직원들은 정규적으로

만나 농업 검역 활동에 대한 의견 교류의 기회를 가져야 함.

3.5. 미국의 식물 예찰·방제 관련 우수사례

○ 1978년에 목화 생산자들의 가장 오래된 고충이던 루이지에나 바구미(cotton

Boll Weevil)퇴치 프로그램을 주 담당자들과 함께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

나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부의 주들을 중심으로

1,600만 에이커 정도의 목화 생산 면적에서 해충을 99.5% 퇴치하게 되었음.

○ 1985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지중해 과일 파리(Mediterranean fruit

fly: Medfly)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곤충 페르몬 덫이나 다양한 무균 곤충 방

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음.

 현재까지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의 고위험 지역으

로 발표된 149,000마일에 이르는 지중해 과일 파리 퇴치 장벽에 매주 10억

마리의 무균 곤충이 생산되어 유지 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49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내 포도 시장에서 단

한건의 지중해 과일 파리도 발견되지 않았음.

○ 지중해 과실파리 박멸을 특정 지역에 덫을 놓아 잡는 접근법에서 보다 넓은

지역에 무균 과실파리를 대량 방사함으로써 매우 파괴적인 해충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음. 1996년도에는 애리조나주에서 발견된 밀의 카넬번트

(Karnal Bunt)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매년 55억 달러의 미국 밀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었음.

○ 2004년도에는 과학적 전략과 위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콩 에서 발견된 아시

아 콩 녹 병(Asian Soybean Rust)에 대해 미국 콩 생산자들에게 최적 작물

재배 방안(Optimum Crop Management Practices)과 화학 살균제 사용법을

교육하였음. 다음해 미국 콩 생산자들의 이윤은 2억 9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천 1백만 달러나 더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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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유럽 포도넝쿨 나방(European Grapevine

Moth)은 11개 주로 확대되어 57억 달러 수출 시장의 위협이 되었음. 이에

동식물검역청(APHIS), 캘리포니아 농무부(CDFA), 캘리포니아 주 농무위원,

캘리포니아대학교 협력사업(UC Coop)과 생산자들의 다각적 협력이 요구되

었고, 해충 박멸을 위한 최적의 과학적 전략을 계획하고자 EGVM 기술사업

그룹(TWG for the EGVM)을 구성, 농민과 지역사회에 퇴치, 복구 프로그램

을 보급하였음.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0년 10만 마리에서, 2014년 1마리로

99.9 %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음.

3.6. 미국사례의 시사점

3.6.1. 교역대상국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미국의 동식물검역청의 국제 기술 및 규제 역량 센터는 외국 교역대상국이

동식물검역분야에 과학적인 기반을 두고 적용해야 할 의무규정 등을 지키도

록 훈련 및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식물위생표준 제정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기관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의 수출과 수

입에 안전을 기할 수 있음.

○ 미국은 병해충의 특성상 국경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한 관계로 해당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인근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공동 방역

관리를 통해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및 퇴치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들인 일본, 중국, 대만 등과의 국제 방제 협력

체계가 필요함.

3.6.2. 과학적 기반을 둔 연구기능 강화

○ 미국의 식물검역과학기술센터(CPHST)는 식물 보호 방역 프로그램 규제 결

정과 운영을 위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며 식물 보호 방역 프로그램 중 과

학 기술 분야 의 핵심 부서로 식물 보호 방역 프로그램이 가장 과학적으로

유용한 규제 와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 방법, 기술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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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센터 인력은 대략 230 명의 과학자, 분석가, 지원 직원들로 구성됨.

○ 미국의 방제 검역 체계는 과학적 실험에 근거하여 인증, 검역, 방제 및 관리

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으로의 수출에도 상품의 신용도를 높이고 식물위생과

관련된 수출 제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식물검역과학기술센터에 7개의 주요 실험원을 갖고 매년 과학 기술의 발전

을 이뤄내고 있어 한국에서도 방역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식물검역기술개

발, 진단, LMO연구, 식물분류 등 식물검역분야의 과학적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절감이라는 국가적 방향에 맞추어 정보 기술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및 저

장, 분석 및 공유를 이루어냄으로써 방역 체계의 전산화를 통한 예산, 인력

및 시간의 절감과 방역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음.

 우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전산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3.6.3. 식물검역·방제 등 식물건강분야의 높은 예산 비중 

○ 호주 식물위생방제원(PHA)의 예산 중 식물 예찰·방제 예산이 약 40%를 차

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2017년 동식물검역청(APHIS) 예산도 식물건강분야

예산비중이 42%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식

물분야의 예산비중 확대가 요망됨.

○ 방역 조직을 위한 추가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방역 사용자들에 대해 수수료

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결과 방역 당국의 운영 수입이 증가하고 예산의 자

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한국에서도 사용자 검역 수수료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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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사례의 시사점

4.1.  체계적인 지방 방제관리 조직 구축 필요

○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병해충 발생 예찰, 방제기획,

농약의 안전한 사용 등에 있어서 명확한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식물 병해충

방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시·군 등이 예찰, 방제기능을 수

행하지만 상시조직이 없어서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협력하여 예찰과 방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 구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군마다 식물방역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명이상의 병해충 방제

요원을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요원으로 하여금 조사지점에 대한 정기적 상황

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2. 예찰 및 방역 관련정보의 공유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병해충 발생 조사 상황, 기상정보, 농작물 생육상황 등

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결과를 기관간 공유하고 있음. 우리나라

도 관련 자료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공유하고, 전국 시·군,

농협 등에 배포하는 예찰방제정보시스템 DB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촌진흥청에 병해충예찰을 실시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내외적 방제 환경

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방제 체계상 보고를 일원화하고, 관련법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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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음.

○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동식물 방제 역할 분담, 불필요하고 절차상 비효

과적인 방제상 법률 중복 부분 삭제 및 정비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간 방제 협력 강화를 강조함.

○ 향후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대처 및 농업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

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4. 과학적 기반을 둔 연구기능 강화

○ 미국, 호주 등 식물검역 및 방제분야의 선진국들은 과학적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각종 그룹과 협회들을 중심으로 식물 검역 정책의 개발과 응용, 국제적

인 식물위생(phytosanitary) 기준 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식물검역기술개

발, 진단, LMO연구, 식물분류 등 식물검역분야의 과학적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5. 식물검역·방제 등 식물건강분야의 높은 예산 비중 

○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식물검역 및 예찰

예찰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분야의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식

물분야의 예산비중 확대가 요망됨.

 미국 2017년 동식물검역청(APHIS) 예산 : 식물검역분야 예산비중 42%

 호주 식물위생원(PHA) : 예찰·방제 예산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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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시스템 분석

1. 국내 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 변화 분석

1.1. 과거 역사와 발전과정

○ 2000년대 들어 시장개방 가속화와 가축 전염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가축 방역

및 검역체계도 다소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해외에

서 전염병 유입의 우려도 높아지게 되고 국민들의 환경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관리조직체계

도 변화하게 마련임.

 과거 가축방역과 검역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인 농식품부의 관련 부서는

1990년대 가축위생과에서 일부 업무로 취급하다가 2000년 구제역 발생 이

후 가축방역과로 승격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

로 확대 개편됨.

○ 현행 축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주요 법률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

물위생관리법」이며, 「축산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축산 방역 및 검

역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음.

 정부는 관련법과 함께 방역 및 검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외 악

성 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훈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금 및 장려금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 등과 같은 농식품부 훈령과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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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축산방역 및 검역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

○ 축산방역·검역조직의 범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

가조직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데 협력하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조직이 포함

될 수 있음. 따라서 축산 방역조직 체계는 중앙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 그리

고 생산자·민간조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출입검역 부분에는 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수입금지,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수입검역, 수출검역, 불합격품의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구제역과 HPAI가 동시에 대단위로 발생했던 2011년 당시의 방역 및 검역 관

련법에 기초한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는 <그림 4-2>와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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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1년 당시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 축산방역 및 검역의 중앙조직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신)이 있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

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있음.

 가축방역협의회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로 구분되며,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고 있음. 지방가축방역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

음.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검

역대책 수립 및 검역 제도 개선 사항, 가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며, 주로 축산 또는 수의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원으로 참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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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조직으로는 시·도 및 시·군 축산과와 시·도 소속 방역기관인 가축위생시

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 시·도 및 시·군 축산과는 가축방역·축산물 위

생 관련 정책의 시행, 중앙조직의 지시 및 시달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 진단·예찰·축산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2011년 당시 시·도 소속 방역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는 도별로 1개씩 있었

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1개씩 있었음. 그리고 도 단위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시·군 단위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전국에 걸쳐 약

130개소가 있었음.

○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민간방역조직은 시·군 공동방제단, 지역축협의 공동 (긴

급)방역사업단,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

었음.

 시·군 공동방제단은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각 시·군에서 부락 단위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11년 기준 약 1만개의 조직이 활동

하고 있었으며, 주로 축산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를 소독하는 업무를

담당함. 공동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선 행정기관과 지역축협

으로부터 인력과 장비의 도움을 받기도 함.

 지역축협의 공동방역사업단은 1997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요령(농식품부

훈령)」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사업단별로 5∼10명의 조

합 직원과 방역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공동방역사업단은 정부지원으로

방역차량과 소독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

담인력과 운영비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농

협중앙회에는 구제역 발생 등 특별 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긴급방역단이 있

으며, 시·군 지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주요 업무는 축사

집중소독과 농장출입 통제 등을 지원하는 것임.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돼지열병비상대책본부가 전신이며, 2011

년 기준 중앙본부를 비롯하여 8개의 도본부와 도본부 소속의 41개 출장소

가 있었음. 그리고 중앙본부 소속의 3개(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가 있

었음. 가축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

접종, 농장채혈, 질병예찰, 방역교육·홍보,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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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역인력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6 동물방역과(정원 14, 방역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1 검역원(정원 591, 방역 91)

시․도 및 소속 방역기관 1,539 시․도 772, 방역기관 76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5 462명 중 방역요원 205

합 계 1,841
주 : 대한수의사회 6,369명(임상수의사 3,511명, 일반회원 2,858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4-1. 축산 방역 전담 조직 인력 현황(2011. 5월 기준)
단위 : 명

○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질병의 예찰,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수출입

국내 축산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

한 기술개발 및 보급, 동물용 의약품 검정 및 수의기구의 품질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중앙 검사·검역 및 연구기관으로, 축산물 수입과 관련된 실제

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음.

 당시의 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검사부와 질병방역부 그리고 질병연구부로

나누어져 있었음. 축산물검사부는 축산물안전, 검역검사, 축산물 규격, 동물

약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5개의 검역원 지원 및 출장소를 관할하

였음. 질병방역부는 방역업무 이외에 역학조사, 정밀진단, 해외전염병 관련

사항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음. 질병연구부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질병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9개도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와 지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관할함<그림 4-3>.

그림 4-3. 2011년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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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는 국내 구제역 발생원인을 수입건초 및 해외

여행객의 불법휴대 축산물 및 오염된 신발 등으로 추정하고 있어, 구제역 발

생국에서 수입되는 조사료에 대한 철저한 검역관리로 구제역 오염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01년 10월 ‘조

사료에 대한 수입검역요령’을 추가하였음.

1.2. 2013/14년 HPAI 발생 당시의 방역체계

○ 2010/11년이후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 설정에 의한 관리가 강화됨. 가축질병

의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위기 수준별 판단기준은 <표 4-2>와 같음.

○ 가축질병의 위기 경보 발령은 관심단계부터 경계단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평가하여 실시하며, 심각단계 발령은 국가위기상황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

전 협의를 통해 실시됨. 위기경보 절차는 <표 4-3>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0.8)」에 의하면, 가축질병 위기관리의 목표는 가축질병 위기발생을 억제

구 분 판 단 기 준

관심(Blue)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구제역 발생 및 국내 유입 징후

주의(Yellow) 국내 지역적 규모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경계(Orange) 국내 구제역 발생 후 타 지역으로 전파

심각(Red) 국내 발생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징후

표 4-2.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구 분 절 차

관심(Blue)
․농림수산식품부(주관기관)에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한 위협 또는 위험 수준을

평가 후 발령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위기경보

발령

표 4-3. 가축질병 위기단계별 경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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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예방 차원에서 평상시부터 국

내·외 가축질병의 발생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감시·예찰체계 가동, 사전 예방

약품 및 소독시설 확보, 관계자에 대한 방역교육·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며,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활

동 강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음.

○ 가축질병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는 지역차단 및 살처분 등을 통해 전

국적 규모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퇴치하며, 위기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 가축방역 기관과 관련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

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침으로 정하고

있음.

○ 가축질병 위기관리 체계 내에서 위기관리 기구별 역할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위기정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관리하며, 중앙안

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

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장관)는 위기관리 활동을 관장하고 협

조·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위기상황이 심각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필요시 위기

관리 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역할

을 담당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대책의 계획 수립 및 시달, 종합적 가축질병

위기대응 대책 추진,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정책 결정 및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및 시·도 방역 대책본부의 운영을 총괄함. 위

기발생시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며 ‘가축질병방역대책

본부’를 운영함. 위기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어 운영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14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질병의 정밀검사 실시 및 기술지원, 중앙역학조

사반 운영 및 가축방역관 파견,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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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항·항만 등 검역 활동, 해외여행객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예산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

체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를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대책을 총괄

함<그림 4-4>. 환경부는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며,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는 인수공

통 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협조하며, 방역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예방물품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도(2011)

○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은 해외 가축질병 동향 및 정보의 수집·전파를 지

원하며, 가축질병 해외발생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의 조정을 검토하고 여

행자제를 당부하는 홍보를 실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상대로 가축질

병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홍보 및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

보를 제공함. 그리고 법무부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을 방문한 내·외국인의 출

입국 기록 제공 등 출입국자 추적관리를 지원하며, 국방부는 현장 방역인력

을 지원함.

○ 경찰청은 오염·위험·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에 인력 지원을 하며, 관세청·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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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항만 등 검역활

동 강화하고 국내입항 무역선·외항선·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조치에 협조함. 농촌진흥청은 자체 보유가축을 예찰 및 현장 방역활동을 실

시함.

○ 당시 제기된 방역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1) 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 한계, 2)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3) 질병발생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4) 이동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의 한계, 5)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 6) 매몰지

관리 문제 부각, 7)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8) 밀집사육 등 축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제기 등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선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역체계 개선방안(안)이 제시됨.

 1) 검역체계 강화 및 주변국과 국제 협력 증진, 2) 초기 대응 체계 강화,

3) 방역조직 개편, 4)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5)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6)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7) 방역비용 부담 원칙 확

립, 8)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2. 국내 가축질병예찰방역시스템 구축 현황과 특징

2.1. 현재의 방역 추진 체계

2.1.1. 중앙 방역 추진 기구 설치 및 운영

○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 국무회의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범정부적 지원대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긴급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방역행

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기동방역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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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가 위원장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축질병 방역대책관련 정

책에 대해 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대책상황실에 상황조치를 지시하고, 각 시·도 및 시·

군 방역대책본부에 예산행정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상황을 보고 받고, 해당 업

무에 대해 협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상황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하며,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시달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 정비, 이장단 마을방송을 통해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등 지방

자치단체 협조 강화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침(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확대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검사의뢰 받은 시료를 정밀진단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초동대응팀

파견

2.1.2.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2.1.3. 기동방역기구 운영

○ 주요 임무는 발생지 상황실에서 시 군 방역조치 독려 및 방역관련 기술지도

자문, 발생농장 소독 및 관련가축 살처분 매몰 등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이

동제한 지역 내 이동통제초소 점검 및 소독요령 지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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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위기관리 종합체계도(2014)

그림 4-5. 긴급 행동체계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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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방역기구의 구성현황

 기동방역기구는 중앙 초동대응팀과 현장기동조치팀으로 구성

 중앙 초동대응팀 : 농식품부 2명, 검역본부 6명 등 8명으로 구성(상황총괄

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역학조사반, 매몰처리반 등 5개반 편성 운영)

 현장 기동조치팀 : 시 도, 시 군, 방역본부, 농협, 군부대, 경찰 등 5개반 92

명으로 구성(중앙 초동대응팀이 포함된 것이며, 구성인원은 구제역 및 AI

발생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검역본부는 구제역 AI 발생 41개 시 군에 기동방역기구 중앙초동대응팀을

파견하여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 실시

 발생 시 군에 대한 방역기술 지원, 소독장비 운영, 이동통제 초소설치 운영

및 사체처리작업 지원 등 기술자문 실시. 특히, 소독 실시 통제초소 운영실

태 등 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기술자문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중점을 두고 방역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교육 실시

부서명 임무 및 역할(요약)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질병 방역대책 시행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중앙 대책본부 설치 시

중앙사고수습 본부로 전환 가동)
- 가축질병 상황실 비상방역체계 가동(시 도 방역대책본부 운영 총괄) 및 방역 조치

사항 시달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방역대책 강구 시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방역지역 내 긴급

예방접종 검토 등)
- 중앙가축방역관 현장 파견(방역 지도 등)

∙위기상황 보고 전파
- 위기경보 발령 보고(통보)

- 유관기관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에 발생 통보
∙축산물 수급안정 농가 지원대책 강구 시행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시행

농림축산
검역본부

∙상황실 운영 비상방역 체계 강화 및 중앙 가축방역관 현지 파견 확대
∙중앙역학조사반 확대 운영 및 필요시 국제전문가 초청 등 자문요청
∙신속 정밀검사를 위한 근무체계 강화 및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시 도
(시 군 구)
및

가축방역
기관

∙대책본부 상황실 확대 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강화
∙지역별 방역지역 설정 및 감염축 살처분 매몰등 오염원 근원적 제거

∙이동통제 초소 운영 확대 및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강화
∙살처분 매몰지 주기적 점검 및 조치

∙관할지역내 주기적 임상 및 혈청학적 예찰활동
∙피해 농가 등 지원 조기 집행 완료

표 4-4.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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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SOP에 따른 기동방역기구 조직도에 따른 인원 편성 후 발생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각 반은 전문성 고려 없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일부 지자체 방역부서는 방역 경험자들 없이 차단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

어 농식품부 방역조치 공문시달시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타 부서

에서 지원된 인력을 방역현장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험도 부족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방역 활동 기술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주요 추진사항 : 현장에서 해결되지 못

한 방역관련 기술검토 및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

산식품부 등으로 건의하는 등 원활한 방역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2.1.4.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등 IT 기술 기반 방역활동

2.1.4.1. IT 기반 방역 체계 현황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효과적

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

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구축 운영

○ KAHIS를 통해 축산농장, 축산관계자, 가축이동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주요

기초정보를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까지 가축방역 전체 분야에 대

한 통합 업무관리기능도 구축하여 운영

○ 가축질병의 유입 및 전파경로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

록하고, 해당 차량에 GPS단말기를 보급하여 차량의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실

시간으로 수집 관리

2.1.4.2. KAHIS를 활용한 방역활동 현황

○ 발생기간 중 AI 의심축 신고 및 정밀검사 의뢰건에 대해 최초 접수에서 최

종 결과까지의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고, 해당 정보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SMS로 실시간 상황전파 처리

 신고 및 양성 농장에 대상으로 농장을 출입한 차량의 방문정보를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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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에 활용하고, 방역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이

동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한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등록하고,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식별 및 소독알림을 위해 GPS전

광판을 제작하여 주요 거점소독장소에 설치 운영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 조치로 설치된 가축매몰지 등록 및 점검결과

관리

 발생기간 중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에 대한 AI방역관련 SMS 홍보 안내메

시지를 발송

 시스템내 자료실 등을 통해 의심축 신고, 병성감정 의뢰, 양성농장 현황 등

에 대한 GIS 상황지도를 제공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AI 상황일보, 방

역지침 등 관련 자료 제공

○ AI 발생기간 중에도 KAHIS를 통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DB 현행

화 및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장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의 상시 정보연계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자체 농어업경영체등록시스템 토종닭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정보를 수집 반영하는 등 정보 현행화 실시

 철새도래지 기초정보 확보를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전국 철새도래

지에 대한 위치정보를 등록하고, 환경부 가창오리 철새도래지 분포현황에

대한 정보 등록 관리

 각 기관 상황실에서 GIS 기반의 주요 방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발생농장, 방역대 외에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장소, 축산

시설, 양성농장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상황관제기능을 개선하고, 농식

품부 및 검역본부 상황실 운영

2.1.4.3. 발생농장 관리 카드로 상시관리

○ 구제역, AI 발생농장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교육, 컨설팅 및

KAHIS 시스템에 농장별 관리카드를 등록하여 집중적 관리

 구제역, AI 발생농장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방역실태 특별

점검 대상 목록으로 입력(해당농장명, 농장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등 모든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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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에 따른 미흡한 점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자 종합

의견 조회를 통해 재점검시 취약한 점에 대해 특별관리 가능

2.1.5. 빅데이터 기반 가축질병(AI) 확산 위험도 분석

○ 농식품부-KT간 MOU 체결('14.6.25)에 따라 KT를 통해『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분석모델』개발 및 방역․역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하여 모델에 대한 검증·보완 추진

○ 농식품부·검역본부·KT의 방역·정보화 전문가(총 12명)로 구성된 가축질병 확

산 위험도 분석모델 T/F를 구성하여, 모델 검증·보완, 활용방안 검토, 위험

도 시범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또한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 미래부 창조비타

민 과제를 신청함.

 재난형 동물질병 확산 대응 빅데이터 활용연구(역학조사과)

○ KT와의 협력 모델 개발

 KT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를 기반으로 AI

발생상황 분석

○ 발생농장별 과거 21일간의 차량출입정보 및 해당 차량의 타농장 방문정보를

추출하여 질병확산 유형 설정하고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AI 확산 위험도

분석모델 정립

2.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추진 사항

2.1.6.1. 방역체계 구성 및 운영

○상황실은 51개소(본부 1, 도본부 8, 사무소 42) 설치 24시간 운영

○ 종합상황반은 초동방역팀 운영 등 방역업무 총괄 및 업무 조정을 하며 방역

물자 조달계획 수립 및 추진

 농식품부, 시 도/시 도 가축방역기관 AI 방역대책상황실, 검역본부 AI 방

역대책상황실 및 현장통제본부와의 연락체계 확보 및 상황보고(통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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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장

사업처장

종합상황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방역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예산부장

그림 4-7. 가축위생방역본무 상황실 구성 현황

○ 행정지원반은 대책본부 운용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하였으며, 방역장

비(출입자소독기 등), 방역현장 기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기타 대책본부 운용

관련 지원업무 수행

○ 홍보반은 양축농가에 AI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등을 교육, 홍보 및 AI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지역 언론 홍보 및 대응 업무 수행

○ 유관기관 업무 협조

○ 차단방역 소독지원 및 소독시설 점검

○ 방역 및 축산물안전 홍보

2.1.7.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역 활동

○ 발생 확인 및 긴급방역조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고농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고 이동통제조치 후 긴급 살처분 등 방역 실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발생 후 즉시 가

동하고, 유관기관의 협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 강화

○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차장, 농수산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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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상황반 : 위기관리 경보 전파, 방역대책업무 총괄 지휘,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역대책반 : 가축방역관 파견 및 기술지원, 축산사업장 소독 및 방역추진

상황점검, 매몰지역 환경오염(토양․수질기)방지대책 수립·시행

 유통수급반 : 축산물 수급대책 수립·추진(축산물의 수매·공급,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운동)

 행정지원반 : 예산확보·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공무원·군·경 인력확

보, 상황실 운영, 상황근무자 후생복리, 자원봉사단체 지원 접수 및 배치

 홍보지원반 : 축산물 안전성 홍보, 축산물 소비촉진 운동 추진, 각종 보도

자료 작성 및 현장취재 지원

○ 농가지원

 AI 관련 농가 지원 현황,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가

축입식자금, 경영안전자금 등

○ 소독(방역)초소 운영

 발생과 동시에 소독통제초소를 설치

○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 방역 인력과 장비 보유 투입

○ 살처분 매몰지 관리

○ 방역 예산 및 예산 집행

○ 기타 방역 조치

 발생 초기부터 축산농가 소독은 공동방제단과 시·군, 농·축협, 축산위생연

구소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가금류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 실시

 대규모농가는 자율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전국소

독의 날 점검 실시

 생석회를 발생농가 등에 공급하여 쥐, 고양이등 야생조수에 의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농장 출입구와 축사주변에 도포토록 조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에 대해 광역방제기, 소독차량를 동원하여 수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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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 로 광범위한 소독 실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조치와 관련하여 가금류에 대한 이동승인서 휴

대가 의무화 됨에 따라 도내 공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닭 농가에

대한 임상확인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 등

2.2. 방역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

2.2.1. 철새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 철새 등 예찰 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됨. 첫째, 정밀·과

학적인 예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임. 둘째, 농가에서 사육가금에 대한 임상

관찰 방법 및 차단방역 수칙 등을 세부화·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최

근의 기후변화와 FTA 등에 따른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AI

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

함.

○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는 인근의 여러 국가들을 거치게 되므로, AI 예방

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음. 동일한 철새 이동경로상에 있는 호주,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철

새관련 예찰 정보, 국가별 AI 발생현황 및 바이러스의 특성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2.2. 가축 사육 시설 및 사육 환경 열악

○ 무허가 축사가 모두 불량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허가 축사의 시

설이 불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함.

○ 축사 시설의 불량 정도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 불량한 사육시

설에서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사육농장의 시설 개보

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불량 사육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통

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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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장 차단방역 및 축산관련 차량 관리 미흡

○ 철새의 분변, 들쥐 등의 야생동물, 해충 등의 접근 등 야생동물, 해충을 매개

로한 유입, 작업자, 인근 주민 등 사람을 매개로한 유입, 작업차량 등 작업도

구를 매개로한 유입, 병아리 입식 등과 같은 가축의 이동 등 가축을 매개로

한 유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의 가장 기본인 소독, 출입자 통제 등을 소

홀히 하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차단방역 실행 지

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면 차단방역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임.

○ 현행 사료차량 관리의 문제점으로, 보호지역은 지정 사료차량 소독 후 통행

을 허용하고 예찰지역은 사료차량 소독 후 통행 허용 중에 있으나, 이에 대

한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임.

○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가축분뇨를 운반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

한 관리 방안이 없어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가축분뇨 차량 소

유자가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확인이

곤란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함. 개별농가에서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AI 발생시 정확한 이동경로가 파악되지 못해 초동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계

란, 가금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 및 관리 요령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 외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방역요원과 언론사 보도 기자 등을 통한 전파가

능성도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으므로, 이들 농가출입자들에 대한 차단방역 수

칙 준수 등이 사전에 지도되고 관리·감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2.4.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감 부족

○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계열화사업자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임.

2.2.5. 방역 조치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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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위험·경계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세

부적인 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살처분 범위(발생농장, 오염지역, 위험지역, 역학관련 농장)가 적절한지

에 대한 논란이 있음. 특히 위험지역 내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찬

성과 반대 의견이 있음.

○ 보호지역(3km 이내) 내 출하일령이 지난 가금(육계 30일, 오리 45일)의 이동

제한으로 폐사 증가 및 질병 감염 우려가 제기되어 있음. 또한, 보호지역

(3km 이내) 내 닭과 오리 알 및 예찰지역(10km 이내) 내 오리 알에 대해 전

부 폐기하고 있어,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 낭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살처분 보상금액과 지급 시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임. 살처

분 감액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감액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보상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농가의 재입식 준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

음.

○ 동물복지·친환경(유기농산물, 무항생제)인증 농장 및 출하일령 이후 살처분

되는 육용오리에 대하여도 일반농가와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도 문제임.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가 늦어질 경우 사료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함.

○ 방역수칙 미준수 등으로 AI 재발농가로 인해 주변 농가의 이동제한 등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하기도 하며, AI 발생으로 살처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기존의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

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

안으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AI와 같이 질병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어려운

질병은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처분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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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기본대책 2014년 8월)

○ 201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축방역체계 및 방법 상 개선이 이루어짐. 두

차례란 2014년 8월에 발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이하 기본대책)과 2015년

초에 이루어진 보완대책을 말함.

2.3.1. 기본대책 상의 가축방역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 방역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사전 예방, 발생시 조기 종식, 지원 및 보상제

도, 추진 기반 등으로 제시함. AI 방역체계 개선을 통해 상시 발생할 수 있

는 AI 발생위험도를 최소화하고, AI가 재발하더라도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여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함.

○ AI 발생 원인부터 오염원의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상

오염물질을 철저히 차단하여 사전에 AI 발생을 예방함.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국가와의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위험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후 집중 관리

 AI 주요 원인인 철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오염원이 유

입되지 않도록 국경 검역 강화

 축종별 시설별로 취약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차단방역 매뉴얼을 보급하

고 교육하고, 계열업체의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

 가축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

한 친환경 축산을 적극 육성

 농가 및 지자체의 방역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도 점검 및 평가 등 강화

○ AI가 재발하더라도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

 AI가 조기에 발견 및 신고 되도록 예찰 및 검사 체계 재정비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KAHIS 및 GPS 차량관리 고도화, 초동

방역 및 역학조사 체계화 등 추진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 불편 및 자원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방역

대, 살처분, 소독시설 등 주요 방역조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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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농가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완화

하도록 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책임분담 원칙을 확

립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방역 인력

과 조직을 확충함. 또한 AI 관련 연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2.3.2. 기본대책상의 방역체계 개선 방안

2.3.2.1. AI 발생의 사전 예방

구분 기존 개선

사전
예방

원인
(철새 등)

․철새대응 체계 미흡
․예찰, 국제공조, 경보시스템 등 체계적인

철새 대응 체계 구축

매개체
(차단방역)

․농가에 적용할 차단방역 세부 기준 미흡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부족

․취약농가 및 전통시장 관리 미흡

․축종별, 시설별 차단방역 기준 및
매뉴얼 마련(법제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취약농가 및 전통시장 특별 관리

사육환경
(숙주)

․방역 시설 낙후
․축산업 허가제 도입 단계

․환경 및 동물복지 고려가 미흡한
사육체계

․가금농장 리모델링(방역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허가제 조기 정착 및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

발생시
조기종식

․IT 활용(KAHIS, GPS 차량관리) 체계
도입 단계

․검역본부 중심의 AI 검사 체계
․지나치게 엄격한 SOP 및 경직된
방역조치(살처분, 이동제한 등)

․IT 활용 체계 정착(정보 현행화,
종합상황시스템으로 고도화)
․지자체에 AI 검사 기능 이관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불편,
자원낭비 최소화(선택적 살처분, 방역대내
가금 출하 허용, 선별적 소독조치 등)

지원 및
보상제도

․방역책임 및 실제 피해와 연계가 부족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지자체 국비지원 비율 및 지자체간
분담비율 불명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선의농가 보상 및 소홀농가

책임강화)
․지자체 지원 비율(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비) 체계 정비

추진체계 및
R&D

․방역체계 고도화 필요(총괄기능 및
현장인력 강화 필요)
․부처별 연구개발 중심

․방역체계 재정비(방역총괄 정액기능
강화, 현장 방역 정비)

․부처합동 및 외국과 공동연구 하는 종합
방식 병행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표 4-5. 방역체계 개선 방향(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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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대응체계 구축

 국제 공조체계 구축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 운영

 철새를 고려한 예찰체계 정비

 AI 방역관리지구 설정 및 관리

○ 국경검역 및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 주변국(중국, 일본, 북한 등) AI 발생, 교역량 및 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경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여행객(축산관계자) 검색 강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차단

 해외 AI 발생상황 및 CIQ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국경검역 매뉴얼 마

련

○ 농가 및 지역별 방역체계 강화

 차단방역 기준 마련

 계열화 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특별관리

○ 사육환경 개선

 가금농장 리모델링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동물 복지 및 친환경 축산 확대

○ 농가 및 축산관계자 방역 교육 강화

 교육체계 정비

 기관별 역할분담

 방역전문가 양성

 기타 사항:

Ÿ (1) 검역본부에서 농가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방역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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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 AI 위험농가(철새도래지 주변, 오리농가 위주)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

(지자체담당, 월 1회) 실시

Ÿ (3) 축산업허가제 도입으로 축산농가 허가 등록에 따른 방역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수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

구분 현 행 개 선

교육
내역

축산업 허가 의무교육
(농협 총괄, 최초 및 2년 1회 보수교육)

인터넷 교육 도입 등 병행 추진,
방역교육 의무 대상 농가

확대(15㎡→10㎡, 축산법시행령 개정)

HACCP 인증 관련 교육
(인증원 등 5개소, 최초인증시 4시간 교육)

보수교육 의무화(식약처 협의)

생산자단체 자체교육
(연간 1회 이상 회의 및 순회 교육)

생산자단체 자체교육 지원
(교재 및 강사 등 지원)

방역담당 공무원 교육
(검역본부, 교육원에서 필요시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의무화
(신설; 연1회 검역본부 교육)

기타 자체 교육
(방역본부에서 농가 순회 교육, 연10회

이상)

방역본부 전화예찰 교육(월1회)

농협 현장교육 강화
(수의사, 컨설팅부 강사 활용)

-
농진청 농가방역 교육과정
(신설; 맞춤형 컨설팅과 연계)

-
취약지역 축산농가 교육

(AI방역관리지구 교육 ; 지자체)

강사 전문가, 공무원 등 필요에 따라 활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운용
(검역본부 총괄, 농협 등 협조)

교재 책자 형태로 이론 중심 교육
온라인 교육(웹싸이트 활용)

콜센터 활용(질의응답 활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표 4-6. 축산농가 및 방역담당자 교육 개선 방안

○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지도 점검 체계화

 차단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시행여부 점검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방역시설 등 구비여부 점검. 특히 Agrix-KAHIS 연

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 추정 농가를 중점 점검

 계열화사업자 불공정 행위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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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중앙기동단 운영

 지자체 등에 대한 방역 평가 및 환류(Feedback)체계 구축

2.3.2.2. 발생시 조기 종식

○ 초동 대응 체계 강화

 조기 신고 및 발견 체계 정비

 발생시 초동대응 체계화

○ 신속 대응을 위한 SOP 보완

 방역대 설정 및 살처분 범위 보완

Ÿ 방역대의 명칭 변경 및 설정 기준 마련

현 행 개 선

․축산농가에서 신고 기피, AI 증상 몰라
신고 지연

․농가에 AI 임상교육 실시, 인센티브* 부여 및
신고포상금 도입

*조기 신고 농가에 AI 판정시 살처분 보상금 10%
감액 경감(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 예찰
(2014년: 13만 건)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예찰 확대
(2015년: 26만 건)

․출하단계(도축장) AI
임상검사(자율검사체계)

․출하단계(도축장) AI 임상검사 강화
(2014～16년 단계적 정부검사체계로 변경)

․여러 지역 동시에 AI 발생시 검사 지연
발생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검사
기능 이관

․AI 발생시 대응 전문 인력 부족 ․초동대응 전문가풀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표 4-7. 초동 대응 체계 개선

○ 살처분 범위 보완

 방역지역 내 가금 및 알 이동제한 일부 개정

 축산차량 방역 요령 마련

 살처분 방식 및 사후관리 보완

 소독 및 통제시설 운영체계 개선



- 159 -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제도 개선

Ÿ “전국 일시 이동제한”이라는 명칭을 일시 이동중지로 변경하고, 조류인

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과 긴급행동지침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발동 시점, 발동 지역의 범위,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이행사항 점검, 명

령 발동시 행동요령 등을 명확히 규정

 명령 발동 시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 또는 최초 발생시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축산농장에서 생활하는 학생, 동물약품 제조업체 등 위험성이 낮은 대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관(지자체) 명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시 가금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 방역기간(10월∼익

년 5월) 중에는 사료를 충분히 비축

그림 4-8. HPAI 방역대와 살처분의 범위

○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ICT 방역 시스템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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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KAHIS DB 및 현행화 체계

현 행 개 선

통계
기반
구축

○정확한 기초통계 현행화
미비

○소규모 농가 등이 누락되어 방역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농가 DB화 및 상시 현행화 추진

-KAHIS 등록정보
제한적(축종 사육
규모 소재지 등 등록)

-KAHIS 등록정보 확대(계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가축거래기록, 질병발생 백신접종 등 방역정보 등 추가)

-각 기관별 정보와
KAHIS 연계 미비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축산농가 정보를 KAHIS 중심으로
연계 통합

-정기적인 KAHIS 현행화
미비

-방역지원본부 지자체 전담인력 지정, KAHIS 정보를
반기별로 현행화

-소규모농가 KAHIS에
미등록, 초기 대응 한계

-방역관리지구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KAHIS 등록, 단계별로
전국적 확대

종합
상황
관리

○통합분석시스템 미구축
○KAHI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방역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역학
조사

○IC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미비

○ ICT기술을 활용하여 역학조사로 신속·정확성 제고

-수작업 방식에 의한 역학
분석

-ICT 기반 실시간 역학분석체제로 전환
*지리정보 연계모델, 질병 확산모델 등

-유통 이력정보 DB 미구축
및 ICT 기반 정보 관리 미비

-가축 생산·유통 이력정보 DB 구축 및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발생 가능지역 예측 기능 강화

*KT-농식품부간「Big Data 기반 가축전염병 확산대응을
위한 MOU」체결(’14.6.2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표 4-8.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역학조사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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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연계분석 모델

 © 2013 BIFI

지리정보연계모델
GIS System

© Electronic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System and Pathogen Asset Control 
System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vol 79, no2 (2012)

질병확산모델
Disease spreading

model

 © Farm-level and windborne spread models (Australia Gov't)

사회관계분석모델
Social Network
Analysis(SNA)

© BioPortal™ for Disease Surveillance (The University of Arizona)

정책결정지원모델
(살처분 효과분석)

Risk Maps for the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Poultry 
2007 © Boender et al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그림 4-10. ICT 기술을 활용한 종합역학분석 시스템 운영



- 162 -

○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현실화

○ 지자체 지원제도

○ 농가 보상 관련 비용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

- 생계안정자금: (현행)국비 70%, 지방비 30%→(개선)국비 80%, 지방비 20%

2.3.2.3. 방역 조직 및 체계 개편

○ 방역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방안

 전문기관: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시험소

 집행기능: 지자체(시 도, 시 군)

 정책기능: 농림축산식품부

2.3.2.4. 연구개발(R&D)

○ AI 대응 종합연구대책 추진<표 4-9>

○ 백신 타당성 검토 추진

 선진국도 고병원성 AI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없는 등 현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만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개발 연구

수행

○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백신접종 타당성 여부 검토

○ 백신은행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에 따라 백신주(seed vaccine) 및 백신은행

구축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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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단계별 연구과제>

사전 인지
감시 기술
(5개 과제)

①아 태지역(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수의역학 협력 공조 정례화(13～16년, 검역본부)
②한 몽골간 HPAI 관련 위험요인 역학분석 연구(13～15년, 검역본부)

③범부처 차원에서 인간 및 동물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인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체계
구축(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미래부 공동)

④종별 이동경로, 국가별 철새 가금류 AI 발생현황 등 정보교환을 위한 철새 이동경로상 국가간
공동연구(14～15년, 검역본부, 환경부)

⑤남방철새 도래전에 이동경로 파악 등 대응시스템 마련(14년, 검역본부, 환경부)

진단 예방
기술

(6개 과제)

①AI-DIVA* 프로그램 적용 시스템 개발(12～14년, 농식품부)
* 예방 접종한 조류와 감염 조류를 혈청학적으로 구별하는 기술

②국경 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칩, Real-Time PCR 기법 등 신속 진단법 개발(13～16년,
농식품부)

③다중진단 현장용 인플루엔자 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화(10～16년, 복지부)
④가금폐사체 분변에 대한 신속 정밀 간편 검사기술 개발(14～15년, 농식품부)

⑤철새 포획검사 및 GPS 부착 확대, 야생조류 종별 감염도 분석(14～15년, 검역본부, 환경부)
⑥철새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고성능 GPS 개발(14～15년, 농식품부)

방역기술
(6개 과제)

①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08년～계속, 검역본부)
②국내외 AI 유전자 변이감시 및 예측(13～15년, 검역본부)

③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독립형 차단방역시스템 모델 개발(13～15년, 검역본부)
④국내 체류 야생조류 종별 감수성 등 특성조사 및 철새와 가금류간 상호 전파 가능성

조사(14～15년, 농식품부, 환경부)
⑤고성능 전방위 소독시스템 및 검역 방역 장비 개발(14～16년, 농식품부)

⑥가금농가의 축종별, 축사유형별 차단 방역 및 표준소독 매뉴얼 개발(14～15년, 농식품부)

확산방지 사후관
리 기술
(7개 과제)

①국내분리 H5N1형 HPAI의 주요 야생조류종별 병원성 및 병리기전 연구(13～16년, 농식품부)
②국내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동물-사람 전파위험 요인 분석(10～16년, 복지부)

③H5N8형 AI 바이러스의 동물별(닭, 오리 등 가금 및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 야생조류) 병원성
차이 조사(14년 2～6월, 검역본부)

④살처분 이동통제 범위에 대한 오리, 닭 등 품목별 현 방역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14～15년, 농식품부)

⑤동물복지, 환경오염 등을 고려된 효율적 살처분 기술 개발(14～15년, 농식품부)
⑥철새도래지, 소하천, 농경지 등에 대한 소독약 살포(항공방제 등) 등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14～15년, 농식품부)
⑦국내분리 H5N8형 HPAI의 주요 야생조류종별 병원성 및 병리기전 연구(14～16년, 농식품부)

동물약품 개발
(7개 과제)

①오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타당성 검토 등(13～16년, 농식품부)
②AI 바이러스 변이 대비 광범위 교차 방어능력을 갖는 백신조사 연구(12～15년, 검역본부)

③AI 바이러스 공통항원의 면역원성 증진 기술개발(13～14년, 검역본부)
④고병원성 AI 백신 관련 전략수립 기반 연구(10～16년, 복지부)
⑤인간-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 개발(10～16년, 복지부)
⑥친환경 AI 소독제 개발 및 환경 영향평가 실시(14～16년, 농식품부)

<HPAI 백신 연구 과제>

①HPAI 백신 도입 여부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14년, 농식품부)
②오리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연구(14～16년, 농식품부)
③AI 유전형별 백신주 개발 및 표준항혈청 세트 구축(15～17년, 검역본부)
④다양한 AI 타입형을 감안한 범용 AI 백신 조사연구(15년～, 농식품부)
⑤긴급백신접종을 위한 속효성 HPAI 백신 조사연구(15년～, 농식품부)

<ARC 및 CRO>

①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ARC(농업연구센터) 지원(15～24년, 농식품부)
②민간 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CRO(위탁전문연구조직) 지원(15～19년, 농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표 4-9. 분야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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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축방역체계 개선 방안 보완대책(2015년 8월)

2.4.1. 보완대책 추진 배경

○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AI의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중심의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14.8)”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었음.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AI 방역 활동 시 위 방안을 적용하여 방역의 효율성 등은 향상되었으나, 농

가 차단방역 및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함.

○ 또한 전 세계적인 AI 발생 증가, 철새 유입시기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상시

발생 가능성을 전제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였음.

○ AI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사전 예방체제를

보완하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어 2014년 8월 발표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의 보완 대책이 수립되었음.

2.4.2. 방향 및 추진과제

○ 2014년 8월 발표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 대책의 기본방향은 AI 발생

위험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및 질병관리체계 개선, 사전 예방체

제 보완 및 상시대응체계 구축 등을 보완하고자 함.

○ (근본적 체질 개선)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체제 강화

 AI 위험지역 오리 사육제한 검토, 오리전용 축사 표준모델 보급, 비닐하우

스 축사 허가 금지 등 오리 사육시스템 개선

 수의과대학, 대한수의사회(가금수의사회) 등을 통해 가금 수의사 육성 프로

그램 구축, 질병컨설팅 지원 및 가축질병공제 제도도입 추진

○ (사전예방 체제 보완) 상시예찰검사 질적 개선, 민관합동감시단 확대 등을 통

한 자율감시체제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관리 강화

 상시 예찰검사체제를 폐사체 검사체제로 전환, 협회중심의 명예가축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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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관합동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한 취약지역 관리

 축산밀집지역 관리 강화, 위험시기·지역에 휴지기 등 도입검토 및 환경부

서 주관의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 집중관리

AI 상시관리를 통한 발생 위험도 및 피해 최소화
-근본적 체질개선, 사전예방체제 보완 및 상시대응체계구축 -

1. 사육 및 질병환
경개선

(근본적 체질 개선)

 오리 등 가금농가 사육 환
경개선

농장거리제한 등 위험지역 사육제한 검토오리 등 축사 표준화 모델 보급오리 등 가금산업 체계 개편방안 마련

 가금 질병관리 체제 보완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검토질병관리등급제 모델개발 및 적용질병 컨설팅 사업 한시적 지원현장 가금 수의사 양성체계 구축

 사양관리 및 방역자재 검증
강화

산란기간 인위적 연장 제한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소독(방역) 장비 및 약품 검증강화

2. 사전예방 체제
보완

 사전예찰 체제 재정비 입식전 검사 의무화, 폐사체 검사강화 및 도축장 검사제 도입민관합동감시단을 통한 취약지역 관리강화

 위험지역 관리 강화
축사 밀집지역 공동관리 강화위험시기․지역 휴지기 도입 검토철새 군집지 관리강화

3. 상시발생 대응

 농가중심(주체별) 차단방역
강화

발생시 농가중심 차단방역 강화축산 시설별 차단방역 체계개선입식 시 사전 승인제 강화

 발생시 SOP 보완

일시이동중지 보완산란계․부화장 이동허용 및 폐기대상 사료이용 촉진산란계 출하 시 손실보상제도 마련매몰지 관리방안 정비위기단계 조정(AI 발생 : 경계→주의)

◈ 추진체계 정비(검역본부 중심의 상시대응) 및 R&D강화(실증 시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8.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보완대책(안)”

그림 4-11. 보완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 (상시발생 대응) 일시 이동중지 요령 보완, 산란계 농장 알․부화장 초생추

이동허용 및 매몰지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 (추진체계) 상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 수의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중심의 상시

대응체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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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 사례의 특징10)

○ 선진국들은 방역과 관련된 조직을 주로 완전통합 혹은 부분 통합형으로 운영

하고 있음.

 캐나다는 식품안전, 검역, 방역 등의 조직이 완전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도 식물을 제외하면 완전 통합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은 일반식품과 농축

수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통합된 형태임.

3.1. 위기 대응 방식 강화

○ 영국에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위한 위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자국내 영토에서 구제역이 최초 확인될 경우, 최고 경보 단계인 적색

을 발령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자국내 구제역 발생시 72

시간 동안 축산농가, 사료, 약품, 분뇨, 출하 등 축산 관련 업종의 관계자나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이 중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 4단계 중 2번째 단계인 주의가

발령되어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 구제역 확산으로 사료, 분뇨, 출하

등 관련업종의 차량에 전파가 원인으로 지적됨. 구제역 발생에 신속하게 대

처하고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야 함.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백신 비접종 청정국

이 취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약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와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

함.

10) 상세한 사례 내용은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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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백신접종 정책 구체화

○ 대만은 대만산 항원과 매리알사의 항원에 대한 중화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대만 자체 종자바이러스에 의한 중화 항체 형성능이 더 우수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남미에서는 국제공인 항원 대신에 남미 대유행 종자바

이러스를 이용하여 남미 공동 투자 백신 회사인 파나프사에서 백신을 생산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O1 Manisa ME-SA type은 우리나라 안동에서

분리한 바이러스(SEA type)와의 상동성이 84%임.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단

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청정국 지위는 백신접종 청정국이므로 매년 정기적

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함.

 국내 바이러스와의 상동성 제고와 지속적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의 국산화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백신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백신의 안

전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 대만의 경우 과거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중단을 시

도한 바 있음. 이 당시 백신접종 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백신접종을 점차 줄

여 나갔으나 구제역 재발로 무산됨.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한 후 구제역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중단할 구체적인 근

거를 마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백신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에는 영국을 포함한 EU

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긴급 백신 접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영국

과 네덜란드도 향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동물복지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

하여 백신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영국, 네덜란드

수의학 전문가 면담 결과).

3.3. 살처분 매몰 방식의 개선

○ 네덜란드에서는 지질학적 특수성으로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커 살처분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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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하는 방법도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살처분 후 처리를 위해 네덜란드는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렌더링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구제역 사태로 4,000여 곳이 넘는 매몰지가 생겨나고

적정 절차가 무시되었거나 관리가 부실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우

려가 있음. 전국 백신 접종으로 당분간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가축이 살처분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이 평시에는 가축 폐사축을 처리하

는 렌더링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4. 기금을 통한 방역 체계 효율화

○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독일에서는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는 회원국에게 60%의 방역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방역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규모

구제역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축산 농가,

축산업계,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가축질병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5. 주기적 방역 훈련 및 교육 추진

○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인접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구제역 발생

대비 단계별 일자별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훈련을 최소 5년에 2회 이상 실

시함. 일본도 구제역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함. 방역 훈련을 통해 가축

질병 긴급대응지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질병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훈련하며 환경식품농촌부 및 정부기관간 의사소통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함.

○ 우리나라의 구제역 사태는 지방 가축위생시험소, 농장주, 임상수의사 등의 경

험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주기적

으로 방역 훈련을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 방역 관련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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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농장 근로자의 방역 수준을 높이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수의전문가, 행정, 인력, 장비, 재정지원 체제를 주기

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축

산 농가의 방역 및 위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방역위생훈련원(가칭) 설

립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교육의무화와 축산

인의 출입국 관리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음.

3.6. 방역조직 체계 정비

○ 선진국들은 식품 안전, 검역, 방역 등에 대해서 완전 혹은 부분 통합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당분간 우리나라에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 마리 수 자체도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대내·외 여건변화와 가축방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가축방역 체계는 중앙통제형으로 점차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서

의 정책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 강화, 중앙방역기관과 지방방

역기관의 연계강화, 방역 전담인력 보강 및 기구 신설 등이 필요함. 중․장

기적으로는 청 단위의 독립 가축방역기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시사점

4.1. 과학적 근거 하의 의사결정 

○ 디지털 방역 시스템(KAHIS), 빅데이터 분석 하 예측 및 역학 조사

○ CPX 훈련 등에 의한 매뉴얼 보완 및 습득

4.2. 방역단계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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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에는 농축산검역본부, 유사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지휘하는 체계 구축

○ 환경부, 농축협, 지역공동방제단, 시군, 시도,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국방부,

경찰청, 안행부 등과의 매뉴얼에 의한 협조 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및 확실한 역할 분담

 현황 자료 공유

 일일상황 회의 시 유관기관 전부 참여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 확실히 규정

4.3. 가축방역 지원본부와 같은 중앙과 지방방역을 연계하는 조직 존재

○ 가축방역지원본부는 지방조직 보유

 방역 현장에서 샘플채취, 중앙검사기관에 전달 및 결과 통보, 지자체 방역

조직과의 연계활동 등 역할 수행

 가축방역지원본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실제적인 지원(연간 340억 원 정

도의 예산 보조 형식으로 지원

○ 농경지 및 산림지 병해충의 경우에도 병해충 발생시 행정조직과 협력하여 방

제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필요

4.4. 책임소재 분명화 및 농가지원 차별화

○ 계열주체 책임 방역, 농가 자율방역체계 운영

○ 재발농가 등에 대한 차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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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1.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1.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농산물 교역이 증가하면서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

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검역 및 예찰·방제에 있어서 관련업무

가 농식품부(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초동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관 간 강력한 협

업추진으로 국가단위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

견을 반영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동시에 수

행하기에는 인력 및 자원 등의 제약이 있음. 따라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

계 개선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

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의 상대적 중요

도 평가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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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계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실시함.

1.2. 계층분석기법(AHP)

○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운선 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 기준을 기반으로 의사결

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인 다기준 의사결정법(Multi Criterial Decision Making,

MCDM)을 적용함.

○ 다기준 의사결정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계층분석기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이 기준들에 대한 가중치 설정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가의 자의적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

되고 있음.

 계층분석기법은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자료도 다를 수 있는 장

점이 있음.

1.3. 조사개요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

물검역부, 식물병리교육기관 및 농업경제 대학, 행정분야 전문가 등 총 50인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50명 중 37명이 응답

○ 설문은 현행 예찰·방제시스템 분석, 주요 선진국 및 국내외 가축방역시스템

분석, 기관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한 기관별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식물병해충 예찰·

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으로 구성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는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 및 현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시급한

부분, 바람직한 예찰·방제 조직 체계, 총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예찰·방제

지방조직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됨.



- 173 -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은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목표의 우선순위와 각 세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 우선순위 결정 문항들로 구성함.

○ 비전 달성을 위해 설정한 목표로는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각 목표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1>과 같음.

표 5-1.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목표와 주요 내용

목표 주요내용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
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 현행 분산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괄조직을 중심으
로 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국가 단위 대응
체계 구축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 지속적으로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효율적
예찰·방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
프라 확충

▶ 효율적인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해외병해충 정보 수집 및 국내 병
해충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강화

○ 비전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목표인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
축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

기능 확충, ②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예찰체계 구축, ③ 예찰방제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은 <표

5-2>와 같음.

표 5-2.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추진과제 주요 내용

① 식물병해충 통
합관리를 위한 총
괄기능 확충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병해충별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괄기능 가진 조직
체계 구축
▶병해충 검역·예찰·방제 총괄 평가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②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
체계 구축

▶국가병해충 예찰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단절에 따른 비효
율성 극복
▶기관별 예찰기능 강화 및 수출입관련 고위험병해충에 대한 통합 예찰 및 관리조
직, 관리기준 등 명확화

③ 예찰방제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총괄조직이 병해충 진단/예찰/
발생정보를 통합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등)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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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달성을 위한 두 번째 목표인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예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

방제체계 구축, ②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 ③ 민관합동 국가진단네트

워크 구축을 설정하였으며, 각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은 <표 5-3>과 같음.

표 5-3.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예찰 및 위험평
가에 따른 공동방
제체계 구축

▶예찰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기관별 또는 합동 방제
추진
▶예찰 방제 총괄조직에서 총괄 평가 및 조정 실시

② 국가단위 위험
평가체계 구축

▶각 기관 간 예찰·방제 및 위험평가 협력을 위한 공동 기준 마련
▶검역·예찰·방제 등의 통합적인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단위 위험평가조직
구축

③ 민관합동 국가
진단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별 선도농가나 지역 대학의 식물병리, 응용곤충
등 관련 전공자를 활용하는 국가진단네트워크 구축

○ 비전 달성을 위한 세 번째 목표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 ② 식물병해충 예

찰·방제 R&D 확충, ③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을 설정하였

으며, 각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은 <표 5-4>와 같음.

표 5-4.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식물병해충 전문 인
력 양성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②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병해충 진단, 예찰, 방제, 소독 등 주요 분야별 첨단 R&D 기술개발

③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

▶해외의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국내 발생 예측분
석 시스템 구축

○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자우편을 통해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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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 사항 

2.1.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문제점 및 단기 개선방안

○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위

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방

안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도출하였음.

 ① 신속한 초기대응 ② 사각지대 관리 ③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④ 시·군

행정력 동원 ⑤ 인력과 예산 ⑥ 민·관·학 협력체계 ⑦ 전문가 양성

 각 사항별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1,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

면 7을 기입함.

○ 각 사항별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보면 ‘인력과 예산’이 5.30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는 ‘사각지대 관리’ 4.89, ‘전문가 양성’ 4.73,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4.69, ‘민·관·학 협력체계’ 4.59, ‘시·군 행정력 동원’ 4.25, ‘신속한 초기대응’

4.00 순이었음<표 5-5>.

표 5-5.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문제점

구분
빈도수(명)

합계 평균
1 2 3 4 5 6 7

신속한 초기대응 2 7 4 10 5 5 3 36 4.00

사각지대
관리

0 3 2 9 7 12 3 36 4.89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2 3 3 4 11 10 3 36 4.69

시·군
행정력 동원

1 5 5 9 7 7 2 36 4.25

인력과 예산 0 3 3 2 7 16 6 37 5.30

민·관·학
협력체계

0 3 4 11 7 11 1 37 4.59

전문가 양성 2 2 3 9 7 9 5 37 4.73

주 : 신속한 초기대응, 사각지대관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시·군행정력 동원에서는 결측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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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항별 평균값이 최소 4.00에서 최대 5.30으로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들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인력과 예산’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반면 ‘신속한 초기대응’은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설문에 포함된 항목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편, 문제점으로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표 5-6>.

 전문가 집단별로 의견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인력과 예산’으로 집단별

차이는 0.94이며, 반면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로

집단별 차이는 3.95임.

 향후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 모색 시 관계 기관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

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6.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차이

구분
신속한
초기대응

사각지대
관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시·군
행정력
동원

인력과
예산

민·관·학
협력체계

전문가
양성

평균값 4.00 4.89 4.69 4.25 5.30 4.59 4.73

최대값 4.90 5.40 5.75 5.30 5.80 5.40 6.00

최소값 1.60 3.20 1.80 2.80 4.86 2.60 2.60

차이 3.30 2.20 3.95 2.50 0.94 2.80 3.40

○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개선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항들을 제

시하였음.

 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인력 및 예산 지원 ③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④ 식물방역법 등 법제체계 개선 ⑤ 연구개발확대 ⑥ 민·관·학 협

력관계 구축 ⑦ 식물병해충 전문가 양성 ⑧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 전문가들은 1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18명)’를 식물병

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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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인력 및 예산 지원(8명)’,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3명)’ 등의 순이었음

<표 5-7>.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절반 이상이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를 가장 시급

한 방안으로 응답함으로써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농

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컨트롤타워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인력 및 예산 지원(13명)’, ‘관련기관 간 정보공

유 및 협업(7명)’과 ‘식물병해충 전문가 양성(7명)’,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5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5-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방안
단위 : 명(%)

구분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인력 및
예산
지원

정보공유
및 협업

법제체계
개선

연구개발
확대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1순위
18
(48.6)

8
(21.6)

2
(5.4)

2
(5.4)

1
(2.7)

1
(2.7)

2
(5.4)

3
(8.1)

2순위
2
(5.4)

13
(35.1)

7
(18.9)

1
(2.7)

2
(5.4)

5
(13.5)

7
(18.9)

0
(0.0)

2.2. 총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병해충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총괄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들의 평균값은 5.54로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표 5-8>.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1, 매우 필요하다 생각하면 7을 기입함.

 매우 필요하다는 13명(응답 7), 필요하다는 12명(응답 6)인데 반해, 전혀 필

요 없다 0명(응답 1), 필요 없다는 5명(응답 2)으로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비중은 67.5%에 달함.

○ 집단별 평균값은 최대 6.6에서 최소 2.4로 차이가 4.2에 달해 총괄조직의 필

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단별로 차이가 크므로 향후 총괄조직의 원활한 역할

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 간에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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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총괄조직의 필요성
단위 : 명(%)

빈도수 전체
평균

집단별 평균값

1 2 3 4 5 6 7 최대값 최소값 차이

0
(0.0)

5
(13.5)

0
(0.0)

3
(8.1)

4
(10.8)

12
(32.4)

13
(35.1)

5.54 6.6 2.4 4.2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개선을 위해 총괄조직이 필요한 경우 총괄조직

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들을 제시하였음.

 ① 정보의 통합 및 분산 ② 조직 및 기능의 통합 ③ 강력한 행정명령 체계

확립 ④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⑤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전문가들은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

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11명)’을 총괄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로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조직 및 기능의 통합(8명)’, ‘정보의 통합 및

분산(7명)’, ‘강력한 행정명령 체계 확립(6명)’,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

처 간 협조체계 구축(5명)’ 순이었음<표 5-9>.

 2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

무협조체계 구축(14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10명)’, ‘정보의 통합 및 분산(5명)’, ‘강력한 행

정명령 체계 확립(4명)’, ‘조직 및 기능의 통합(4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5-9. 총괄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단위 : 명(%)

구분
정보의 통합 및

분산
조직 및 기능의

통합
강력한 행정명령
체계 확립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구축

1순위
7

(18.9)
8
(21.6)

6
(16.2)

5
(13.5)

11
(29.7)

2순위
5

(13.5)
4
(10.8)

4
(10.8)

10
(27.0)

14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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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총괄조직 신설 시 해당 조직을

어느 기관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농식

품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6명, ‘농촌진

흥청’이 5명 순이었음<표 5-10>.

 2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기구’ 응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11명, ‘농식품부’ 5명, ‘농촌진흥청’ 4명

의 순이었음.

표 5-10. 총괄조직 신설 시 가장 적합한 기관
단위 : 명(%)

구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별도의 기구

1순위
23
(65.7)

5
(14.3)

0
(0.0)

6
(17.1)

1
(2.9)

2순위
5

(15.2)
4
(12.1)

0
(0.0)

11
(33.3)

13
(39.4)

주 : 1순위 결측치 2명, 2순위 결측치 4명

2.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체계 및 현장조직 지원 사항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체계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 기관들이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기능이 필요한 부분

을 담당하는 총괄조직 신설’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안

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들의 통합 조직’ 12명, ‘현행 시스템 유지’ 11명으로

조사되었음<표 5-11>.

 2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 기관들이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기

능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총괄조직 신설’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안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들의 통합 조직’이 13명, ‘현행 시

스템 유지’ 5명 순이었음.

○ 적절한 조직체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총괄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총괄조직의 신설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식물병해충 예찰·

방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조직체계에 대한 구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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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
단위 : 명(%)

구분 현행 시스템 유지
식품안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들의 통합 조직

관련 기관들이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기능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총괄조직

신설

1순위
11
(29.7)

12
(32.4)

14
(37.8)

2순위
5

(15.2)
13
(39.4)

15
(45.5)

주: 2순위 결측치 4명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개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청 현장조직

등 현장조직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① 충분한 예산 지원 ② 전담 인력의 확보 ③ 중앙의 지방조직 지원 강화

④ 지자체 행정조직(농정과, 산림과 등)과의 협조체계

○ 조사결과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담 인력의 확보’가 28명으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중앙의 지방조직 지원 강화’가 각

각 4명,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협조체계’는 1명 순으로 나타남<표 5-12>.

 2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협조체계(14명)’가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12명)’, ‘중앙의 지방조직 지원 강

화(6명)’, ‘전담 인력의 확보(5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5-12. 예찰·방제 현장조직에 필요한 부분
단위 : 명(%)

구분 충분한 예산 지원 전담 인력의 확보
중앙의 지방조직
지원 강화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협조체계

1순위
4
(10.8)

28
(75.7)

4
(10.8)

1
(2.7)

2순위
12
(32.4)

5
(13.5)

6
(16.2)

14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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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3.1.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 활용과 분석절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와 관련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음.

○ AHP분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

사결정문제의 계층화 단계, 평가기준의 쌍대 비교, 가중치의 추정, 가중치의

종합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짐.

3.1.1.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1단계)

○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는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하는 단

계로 문제의 각 요소를 최종목표, 목표, 정책대안으로 분류하여 여러 의사결

정 사항들을 계층화함.

 계층의 최상층은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로 설정되며, 그 다음 계

층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대안

들로 구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AHP 분석의 선택대안별 항목간 독립성이 유지

되고(상호배타성),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요인의 종속성 확보(완전결합성),

처리가능한 항목의 수를 유지(처리성)해야 함.

○ 여기에서는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2단계의 계

층구조를 설정하였음<그림 5-1>.

○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국가

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

응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우선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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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최종

목표

1계층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식물병

해충

통합관

리를

위한

총괄기

능

확충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

계

구축

예찰방

제

정보시

스템

통합

운영

예찰

및

위험평

가에

따른

공동방

제체계

구축

국가단

위

위험평

가체계

구축

민관합

동

국가진

단네트

워크

구축

식물병

해충

전문

인력

양성

식물병

해충

예찰·

방제

R&D

확충

해외병

해충

정보수

집 및

예측시

스템

구축

2계층

그림 5-1.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책의 계층구조

○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의 정책대안은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계 구축, 예찰방제 정보시

스템 통합 운영, 예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제체계 구축, 국가단위 위

험평가체계 구축, 민관합동 국가진단네트워크 구축,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총 9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3.1.2. 평가기준 비교 (2단계)

○ 평기기준 비교단계는 목표와 정책대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절대비교

방법과 쌍대비교 방법이 있음.

 절대 비교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표준을 기억 속에 갖고서 대안을 비교하

는 방법이고 쌍대비교는 공통의 속성에 따라 대안을 쌍으로 검토하는 방법

임(Saaty, 1990).

 본 연구에서는 쌍대비교 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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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사대상자는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들과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식물 병해충과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우선 목표의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

비교선택하도록 하였음.

3.1.3. 가중치의 추정 (3단계)

○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와 절대적인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Satty가 제안한 9점척도를 이용한 가중치 계산방법을 이용하였음.

○ 상대적 가중치는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ratio)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

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판정기준으로 일관성비율 0.1이하(10% 이내)를 일관

성기준으로 선정하였음.

3.1.4. 가중치의 종합 (4단계)

○ 마지막 단계는 3단계에서 구한 평가기준의 목표와 대안의 가중치를 곱하여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하는 단계임.

 이를 통해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됨.

3.2.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개선방안의 우선순위 계측결과

3.2.1. 목표의 쌍대비교 결과

○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평가치를 종합하기 위하여 수치통합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각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

치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통합하고 다음으로 기하평균을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하였음.

○ 37명의 전문가에게 평가한 쌍대비교행렬을 기하평균으로 통합한 우선순위벡

터(가중치)는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0.550, 해외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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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0.311,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0.138으로 나타나,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게

계측되었음.

표 5-13. 제 1계층 우선순위 계측 결과

구분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가중치 우선순위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1 2.0925 3.3040 0.550 1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0.4779 1 2.6484 0.311 2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0.3027 0.3776 1 0.138 3

3.2.2. 체계개선 관련 정책방안의 절대비교 결과

○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AHP 분석결과를 각 목표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의 목표 아래에서는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0.408),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

계 구축(0.305), 예찰방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0.288)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의 목표 하에의 정책대안으

로는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0.396), 예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

제체계 구축(0.322), 민관합동 국가진단네트워크 구축(0.282)의 순으로 가중

치가 높았음.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0.488), 식물병

해충 예찰·방제 R&D 확충(0.334),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

축(0.179)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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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정책 대안별 우선순위 종합 평가 결과를

보면,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이 0.224로 가장 높은 순

위로 나타났음. 즉, 이는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에 있어서 총괄기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현재 체계에서의 분산된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4. 제 2계층 우선순위 및 종합 계측 결과

1계층 2 계층 가중치 종합가중치 우선순위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0.408 0.224 1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계 구축 0.305 0.168 2

예찰방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0.288 0.158 3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예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제체계 구축 0.322 0.100 5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 0.396 0.123 4

민관합동 국가진단네트워크 구축 0.282 0.088 6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 0.488 0.067 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0.334 0.046 8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 0.179 0.025 9

○ 다음으로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계 구축’(0.168)이 2위로 나타났

음. 현행 병해충별로 담당기관이 상이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고위험 병해충

특히 해외병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총괄기능 강화와 동

반되어 통합된 예찰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어서 ‘예찰방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와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이

각각 0.158과 0.123으로 3위와 4위에 위치하였음. 또한 정책적 수단에 해당하

는 ‘예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제체계 구축’(0.100)가 5위로 나타났음.

이처럼 국가단위에서의 대응체계 확립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응답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 기초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 밖에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이 0.067으로 7위, ‘식물병해충 예찰·방

제 R&D 확충’과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이 각각 이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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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0.025로 8위와 9위로 나타남.

4. 요약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단위 대

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효

과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는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 현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시급한 부

분, 바람직한 예찰·방제 조직 체계, 총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예찰·방제

지방조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포함하였음.

○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인력과 예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점으로 나타났으며, ‘병해충 예찰·방제의 사각지대 관리’, ‘관련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민·관·학 협력체계’, ‘시·군 행정력 동원’ 등도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예찰·방제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컨

트롤타워의 기능 강화’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컨트롤타

워 기능과 병해충 정보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총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 67%의 전문가들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총괄조직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하다고 볼 수 있음.

○ 총괄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

무협조체계 구축’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총괄조직 신설 시 해당 조직은

농식품부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식품부 내에

식물병해충 총괄조직의 신설을 통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견해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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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관련된 질문에서 ‘관련 기관들이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기능

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총괄조직 신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과

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조직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는 ‘전담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의 조사결과를 종합하

면 관련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의 총괄조직 신설과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국가

단위 대응체계 마련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총괄조직의 필요성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관련 조직들 간의 의견 차

이가 큰 경우가 있어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

에 있어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

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은 궁극적으

로 국가 생물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현행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의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목표의 우선순위와 각 세부 목표의 달성을 위

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 우선순위 결정 문항들로 구성하였음.

○ 세 가지 목표 중 전문가들은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

대응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음.

○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정책 대안별 우선순위 종합 평가 결과에서

는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체계 구축’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에 있어서 총괄기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것으로 현재 체계에서의 분산된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

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병해충별로 담당기관이 상이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고위험 병해충 특

히 해외병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총괄기능 강화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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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통합된 예찰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예찰방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과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 ‘예

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제체계 구축’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AHP 분석결과는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조

사자들의 의사표현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식물병해충 예찰·

방제 체계에 있어서 총괄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예찰·방제체계 개선에 있어서 총괄기능 조

직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189 -

제 6 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방안

1.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분석

1.1. 2015∼16년 중요 병해충 대응사례

○ 2015년 5월 안성과 천안지역의 과수화상병 발병 후, 발병이 신고된 지점으로

부터의 공적 방제 외에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강화가 조치되었지만

실제 예찰강화 방안으로 보기에는 불투명함.

 초기에 각 기관별로 공유할 예찰정보도 거의 없었으나, 이후 전국 확산방

지를 위해 교육, 사전방제, 합동예찰(농진청, 검역본부, 지자체) 실시, 대외

홍보 등의 노력으로 2016년도 과수화상병은 전년보다 63% 감소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병해충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대응보다 외래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큰 경기 안성의 경우 시군센터 소수 인력 외

에 지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인력이 없어 거의 없어 신속 대응이 곤란

하였므로 상황이 급박하고 긴급한 경우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 필요

○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상황별 판단 기준의 경우 과수화상병의 지역적 발생

시 지역적 규모는 주의단계, 병해충 발생 피해가 작물의 수출 등에 영향은

심각 단계인데 벌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단계가 다양하여 매뉴얼에 따

른 대처가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대응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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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관별 조치사항이 주의 단계에서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공적방제가 신

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험도 평가, 방제대책회의, 방제명령 등 제반 행정명령

이 총괄조직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함.

 경계 단계의 조치사항은 실제로 주의 단계와 별 차이가 없고, 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군방제단의 활동지침이나, 인력지원, 확산지역 공

개 등의 내용이 부실

 심각단계도 마찬가지여서 농가 단위에서 발병된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심

각하게 번져나가더라도 대응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

1.2. 현행 예찰·방제 체계의 문제점

1.2.1. 관리주체

○ 현행 식물 병해충의 관리주체는 법체계상 분리되어 지정되어 있음.

 이를 통합하고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하여 주도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령개선이 필요

1.2.2. 진단

○ 현재 식물병해충에 대한 진단은 산림지, 농경지, 국경 등 담당지역에 따라 각

기관별로 하고 있으나 기관간 진단결과 상이시 최종 확진을 담당하는 주체

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최종확진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1.2.3. 병해충분류체계

○ 병해충 분류체계가 기관마다 다르고, 병의 강약여부, 발생지역에 따라 관리주

체가 달라짐.

 어느 기관이 어떤 병해충을 무슨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업무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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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보공유 및 위험평가

○ 예찰·발생정보의 공유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기관내부에서의 정보공유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기관간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지자

체차원에서도 지자체간의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는 못함.

 예측/예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이러한 시스템을 기초로 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5. 매뉴얼

○ 현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보다 업무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매

뉴얼이 필요함.

 축산분야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우 강력한 매뉴얼이 존재

1.2.6. 지휘체계

○ 현장에서 방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하

나 농경지의 경우 농진청-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현

재 체계에서는 어려움.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수준에서 이

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

1.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의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한 법·제도 기반 확립

 식물방역법,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등에 의한 식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을 통한 대

응체계를 갖추고 있음.

○ 관련기관별 병해충 예찰 조직 및 업무체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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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관할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각각 자체적인

연구조직에서 기술지원을 담당

 각 중앙기관에서 웹기반의 예찰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우수한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그

리고 대학 및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기술은

선진국 수준임.

○ 예찰방제단 운영 및 고밀도 기상관측망, 첨단 공간기후모형 등 조기대응을

위한 조직 및 기술 확보

 조기대응을 위한 예찰방제단을 중앙 및 지방조직으로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인 고밀도의 기상관측망

및 최첨단 공간기후모형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음.

□ 약점 (Weakness)

○ 기능별, 기관별 분절화된 예찰 방제로 효율성 저하

 기관별로 예찰과 방제를 관할지역별로 수행함으로써 농경지와 산림, 수출

단지과 일반 농경지를 넘나드는 병해충의 특성상 예찰 방제의 효율성이 저

하

 예찰 방제 기능이 농식품부가 아니 산하기관에 있어 이를 총괄하여 조정하

는 기능이 미흡하며 지자체와의 협력도 어려움.

○ 예찰업무에 있어 기관별로 소수 주요품목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음.

 기관별로 대상 병해충이 달라 실효성 있는 예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병해충에 대한 예찰기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병해충별·품목

별 예찰기준이 상이한 경우 발생

○ 식물방역법 개정 후 병해충 방제업무의 행정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방제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농촌진흥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 협력체계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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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음.

 중앙에서 병해충 방제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동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 군 농업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분야 전문인력 부족 및 예산 부족

 최근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반면 현장위주의 병해충 예찰,

진단 및 방제관련 연구 및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전문인

력이 부족한 상황임.

 방제관련 예산은 예산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수준의 피

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집행하는 예비비를 전용하고 있음.

□ 기회 (Opportunity)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립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환경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세계 1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ICT를 활용한 병해충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정보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농식품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품종 및

기술개발, 기상예측 및 재해대응, 기후변화 완화기술개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분야에 2020년까지 10,345억 원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실시(농림수

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 12. 1.)

○ 외래 돌발 병해충 발생 및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

음.

 최근 미국선녀벌레 등이 주택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기

후변화 및 농업환경변화로 인하여 달라진 식물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 사회

적 우려 증가

 수입농산물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하여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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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재배지 변화에 따른 병해충

관리방안 등 수출기반 지원 요구 증대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식재되어 재배되는 아열대성 작물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이 용이하게 됨.

 감귤, 사과 등 재배지 북상으로 수출단지 및 병해충 관리방안을 재설정 필

요 증대

□ 위험 (Threat)

○ 기후변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교역량 증가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수입검역건수는 2015년 825천 건으로 2000년 대비 617%로 급속히 증가

 해외여행객수는 2015년 66,372천 명으로 2000년 대비 204% 증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열대성 병해충 유입 및 정착 가능성 증대

○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해충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 캐나다 등은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등 검역요건을 강화하고, 묘목류는

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 허용

 중국은 모든 수입식물에 대하여 금지, 위험평가후 수입여부 결정

 호주는 외래 병해충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생물안

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

○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투

자 우선순위가 낮음.

 농업분야 R&D 투자가 농생명공학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병해충 발생 생

태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미흡함.

 예찰방제관련 예산은 미국의 2017년 동식물검역청(APHIS) 예산을 보면 식

물건강분야 예산비중이 42%, 호주 식물위생방제원(PHA)도 동식물 방제예

찰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낮음.

○ TPP참여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등

수입확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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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협정문은 회원국에게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

가에서는 검역을 통해 자국의 농축산업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TPP 참여국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신

선농산물과 축산물의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

그림 6-1. 우리나라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SWOT 분석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고위험 식물병해충 청정화를 위한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 목표

○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 외래병해충 유입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민관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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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추진과제

①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병해충별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괄기능을

가진 조직체계가 필요

 병해충 검역․예찰․방제 총괄 평가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

력 확보

② 국가단위 통합 위험분석 체계 구축

 국가차원에서 식물병해충 예찰관리를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 단

절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함.

 검역·예찰·방제 등의 통합적인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단위 위험분

석조직 구축

 기관별 예찰기능 강화 및 수출입관련 고위험병해충에 대한 통합 예찰 및

관리조직, 관리기준 등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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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효율적인 공적방제 체계 구축

 예찰 및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기관별 또는 합동

방제 추진

 예찰 방제 총괄조직에서 총괄 평가 및 조정 실시

④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는 축산농장, 관계자, 가축이동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제, 사후

관리까지 가축방역 전체를 통합 업무관리기능이 구축 및 운용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총괄조직이 국가식물병해

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병해충 진단/예찰/발생정보를 통합

하고 공유하여야 함.

⑤ 식물병해충 예찰 체계 개선

 해외병해충이 국경 내로 유입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미발생지역의

예측, 국내 발병 현황이 파악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검역 병해충의 예찰, 모니터링, 발생지 주변 병해충 확

산 정보를 위한 철저한 현장 위주의 발병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⑥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식물 예찰방제 기능강화를 위한 기관별 조직 및 인력 확보

 병해충 진단, 예찰, 방제, 소독 등 주요 분야별 첨단 R&D 기술개발

 식물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측분석 시스템 구축

⑦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지원조직 설립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요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기능과 전문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조직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

 축산분야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방하부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

앙과 연계하여 실제 현장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농경지 및 산림지 병해충 발생시에도 행정조직과 협력하여 방제업무를 지

원할 수 있는 조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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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3.1.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 개선방안의 첫 번째 과제는 농식품부에 전체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외래병해충과 돌발병

해충 등 중요병해충 발생시 대응/방제단계뿐만 아니라 평시 식물병해충 발생

예측, 분석 및 발생정보 통합 등을 관할토록 하는 것임.

 총괄조직인 농식품부가 장기적으로 국가생물안보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국

경에서의 유입 및 국토전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관리를 일원화하

는 것으로, 향후 중요 산림병해충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될 농식품부의 효과적인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 식물방

역과를 신설하고, 식물방역과내에 방제기획팀, 예측·감시팀, 대응·복구팀 등

이 팀을 만들어 농식품부 차원에서 식물병해충에 대하여 총괄조정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식물방역과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총괄, 중요병해충 관리 및 방제명

령

 방제기획팀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 총괄, 예찰·방제 조직, 관련기관

관리

 예측·감시팀 : 국가예찰진달네트워크 총괄,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

운영, 권역별 예찰 거점기관 관리

 대응·복구팀 : 초동대응, 방제대책, 재발방지/피해복구, 진단/예찰 조직 육성

○ 농식품부가 총괄기능을 가지고 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등 기관간

상시협업을 원활히 하도록 조정하며, 비상시 총괄조정을 하는 농식품부 식물

방역과가 협업방제를 조정하고 각 기관이 담당한 관할지에 식물병해충 침입

시 피해가 가장 큰 기관에 협업방제 1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 대

응이 가능한 상시예찰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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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 전체 프로세스 총괄

 농진청 : 농경지 일반병해충 중심의 예찰, 방제지도, 발생정보 수집 및 국

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입력.

 산림청 : 산림지 산림병해충 중심 예찰, 방제지도, 발생정보 수집 및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입력.

 검역본부 : 외래병해충 예찰,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협업, 해외병해충 발생

정보 수집 및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입력.

그림 6-3. 농식품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총괄조직

3.2. 국가단위 통합 위험분석 체계 구축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식물병해충과 관련

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칭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

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임.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청 등

식물병해충 해당기관의 담당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해당 병해충 전문가와

생산자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국가 공적방제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서 역할을 수행토록 함.

 동 위원회는 공적방제 결정, 방제 집행 이후 조기박멸 결정, 공적/공동 방

제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중심기관으로서 기능토록 함.

 식물병해충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가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의견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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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분석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위

험평가를 포함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는 평시 각 기관의 식물병해충 발

생 예측/예찰 정보,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에서 취합되는 국내발생 병해충 상

황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그림 6-4.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는 비상시 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방제를 결정

할 뿐만 아니라 복구 단계에서 공적방제를 평가하고 조기박멸을 선언할 때

까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을 지속적 예찰,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공적방제 이후 방제계획 수립까지 관여함으로써 외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 직후 공적방제 실시부터 방제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정책결정에 중심

역할을 함.

○ 해외병해충 유입 후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공적방제 명령

을 내리려면 식물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물병해

충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음.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대학, 연구소, 생산자단체, 기업 등의 전문가들로 구

성되며, 발생 병해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병해충의 생물학적

특성, 예찰, 진단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 중점 예찰대상 병해충의 선정은 총괄기능의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고 식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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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예찰·방제의 역할을 맡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세 기관이 동수로

참여하는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조기박멸 또는 일반방제로의 전환도 동 위

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선정 및 전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함.

○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주요 정책 결정이 올바르고 신속

하게 실행되려면 평시 식물병해충관련 정보가 통합관리되어야 하고 동시에

돌발병해충 예측, 예찰을 모니터링 하고 국내 병발생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

록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의 상시협업 체계가 잘 작동해야 함.

 농식품부 : 식물방역과에서 식물병해충 관련 정보 총괄

 농진청 : 일반병해충의 발생정보 기록, 농경지 발생 식물병해충 상시 집계,

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주요 병해

충에 대한 상시 예찰 체계 구축, 민원 또는 예찰, 관찰포에서 진

단되는 병해충 목록 작성 등

 산림청 : 22종 주요 산림병해충 뿐만 아니라 수목진단센터에서 진단하는

산림과 녹지, 가로수를 포함하는 관할지의 농림지 동시 발생 병

해충 (돌발병해충) 진단 및 발생상황 기록, 예측, 예찰. 밤나무,

호두나무를 포함한 산림자원에서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발생정

보, 진단, 예찰 기술 확보

 검역본부 :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평가, 국내 검역병해충 역학조사, 수출단

지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검역병해충, 유입위험이 증가되는 주

요 금지급 해외병해충 해외정보, 조기진단기술, 예찰방안 확보.

농경지, 산림지, 수출단지를 넘나드는 돌발병해충 발생정보 수

집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병해충의 진단, 예찰,

예측정보 분석 등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

위험평가, 분석 자문을 위한 상시 협조체계 구축

○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등 각 기관 담당자들은 해당 기관 담당 병해충의

예찰결과를 타 기관과 공유하고, 기관간 공동방제시 방제계획 수립, 방제 후

평가, 공동예찰, 차년도 방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 협업방제 기구를 농

식품부 식물방역과 대응·복구팀에서 상설로 담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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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예찰은 선제적 대응이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현행 산림예

찰방제단, 식물방제관의 기능 강화 외에 중앙 전문가 집단 확보, 농업인과

농약상 등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민간인들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상시예찰 확립을 위해 총괄기능인 농식품부 예측·감시팀에서 담당

○ 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통하여 국내 검역 및 국내발

생 주요 외래병해충 확산을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고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의 조기 차단에 효율적인 방안임.

○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조기박멸 또는 일반방제로의 전환 등을 위원회에서

선정 및 전환 위해서는 유입 후 국내 발생 여부를 최소 3년 이상 모니터링

하는 예찰이 필요함.

 검역본부 : 외래병해충 조기박멸 선포

 농진청 : 조기박멸이 더 이상 불가하여 일반병해충 전환시 관리

 산림청 : 돌발병해충 또는 농경지 발생 병해충의 산림지 모니터링

3.3. 효율적인 공적방제 체계 구축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과제는 현행 위기상황 발생

시 공적방제의 명령체계를 개선하고 방제지원조직인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을

신설·운영하는 것임.

○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과 같은 중요 병해충의 방

제는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며, 일반병해충과 산림병해충은 농진청과 산림청에

서 현행대로 담당함.

○ 외래병해충 유입 등 위기상황 발생시 공적방제의 가장 중요한 라인은 농식품

부-시도 농정과-시군농정과-발생농가 라인의 방제명령 체계임.

 공적방제 실시 후 보상, 병해충 발생 현황보고 등 행정력이 필요한 업무를

해당 시도 및 시군 농정과가 담당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응이 가

능하도록 행정인력이 지원되는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구

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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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식물병해충 관련 정보의 통합 및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함.

○ 공적방제가 실시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방제업무는 발생농가 및 시군 농정

과의 방제대책본부에서 담당하지만, 완벽한 초동방제를 통한 조기박멸을 달

성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을 현장에

즉각 투입토록 함.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은 초동방제팀으로서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

축

 도 농업기술원은 병해충 예찰업무에 주력하고, 공적방제는 지도업무가 아

닌 법적, 행정적 절차로서 농정라인에서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

가능

○ 컨트롤 타워인 농식품부는 식물방역과 대응·복구팀을 중심으로 중앙기동방제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조뿐만 아니라 기동방제지원단의 현장 파견

(지원)을 통해 병해충 발생 초기에 완벽한 초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토록 함.

 방제 현장에 식물병해충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물병해

충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을 구성

 공적방제 필요시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이 발병 지역에 신속히 파견, 지원

○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은 농식품부와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로 평시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농식품부 식물방역과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국 단위 상황

모니터링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 상시 예찰, 진단업무를 하면서 병해충 관련 정보를

수집/입력 및 병해충 전문가로서 위기시 대응 능력

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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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평시 및 비상시 역할

○ 농식품부 총괄 조정 기능의 핵심은 긴급한 식물병해충 공적/공동 방제에 선

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위기관리 능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발

생 상황 인지 및 긴급방제 대책 수립이 가능한 식물병해충 전문가가 총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는 평시에는 예찰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긴급방

제가 필요한 관할 지역내 공적방제를 지원할 초동 대응팀을 구성토록 함.

○ 적절한 초동 대응을 위해 공적방제 경험이 없는 시군센터에 현장지휘 기능을

부여하는 것보다 중앙과 지역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지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상황이 명확하고 신속히 보고될 수 있음.

○ 위기 발생시 식물병해충 방제체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식물병해충 방제심의위원회에서 공적방제를 결정

 농식품부 식물방역과에서 시도 농정과와 시군 농정과를 주축으로 하는 공

적 방제라인의 구축과 운영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현장 지원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발생농가에서 발생한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방제대상 병해충의 확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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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외래병해충 발생시 식물병해충 방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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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예찰·방제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식

물병해충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국내발생 식물병해충 모니터링과 유입 위험

이 높은 해외병해충 발생 정보의 수집,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병해

충 발생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흩어진 국내외 식물 병해충

정보, 발생현황, 발병 예측, 유입시 위해성, 중점관리 대상 등의 정보를 통합

함으로써 사전 예측 및 발생 현황 조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

해 병해충 발생시 국가식물병해충 방제심의위원회의 위험평가의 정책적 판

단을 과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담당함.

○ 농진청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병해충 발생상황 예찰 및 예측, 산림청은

산림지 수목을 위협하는 산림병해충의 발생상황 예찰 및 예측, 검역본부는

해외 유입 우려 식물 병해충 예측, 해외 정보 수집 등 각 기관이 관심을 갖

는 대상 병해충 예찰/예측이라는 고유 기능을 강화하되 중점관리 대상 병해

충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측 및 발생 현황 조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임.

○ 각 기관에서 판단한 예측/예찰 결과가 농식품부의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에 보고되는 단일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당되는 모든 기관의 예

측, 예찰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보고되고 공유되는 체계를 확립함.

○ 농식품부의 중앙기동방제지원단으로서 현장에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

한 공적방제를 지원했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식물병해충 전문가가 평시에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관리와

분석 역할을 담당하고, 각각의 병해충별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병해충별 예찰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병해충별 발생및 예찰결과와 행정구역도에 과

수원의 재배자, 소유주 등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신속한 공적방제에 손실보



- 207 -

상시 행정적 지원도 가능

○ 일례로 과수화상병 예찰지원시스템은 재배지의 기상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발

병 위험(화기감염)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식물의 생물계절 예측을 연동하며,

이들 정보를 GIS로 표출하는 웹 서비스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음.

 병 발생 정보 시스템에 발병 현장에서 보고되는 모니터링 및 예찰 정보가

웹/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집계 가능한 정보 전달 기능을 부가함.

○ 예찰 지원 시스템은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병해충별 발생 예찰뿐만 아니라 행

정구역도에 배 과수원의 재배자 정보, 소유주 정보 등을 탑재하여 공적방제

에 신속한 보상이 필요시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등

현행 각 기관별로 구축한 각 기관 중점 식물병해충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병해충 국내 발생현황, 발병 예측, 해외로부터 유입시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구축될 필요가 있음.

그림 6-7. 화상병 예찰 지원 시스템 구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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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화상병 발병 예찰을 위한 현장 예찰시스템 및 위치기반 서비스 app.

3.5. 식물병해충 예찰 체계 개선

○ 만일 해외병해충이 국경 내로 유입되었다면, 이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미 발생지역의 예측, 국내 발병 현황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래

병해충의 예찰, 모니터링, 발생지 주변 병해충 확산 정보 획득을 위한 철저

한 현장 위주의 발병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 식물병 발생은 1. 병에 민감한 식물; 2. 발병력이 강한 병원균; 3. 발병에 적

합한 환경 등 세 가지가 맞아야만 발생하는데, 식물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기존의 예찰과 더불어 병원

균이 유입된 경우 어느 지역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예측하여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체계를 구축

1. 해외병해충이 국내에 발생시 – 공적방제 수행 및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Ÿ 현장 파견 행정인력과 전문가를 활용한 발생 현장 중심 예찰 및 모니터

링

Ÿ 기관간 상시 협업 체계 – 예를 들어 과수화상병이 농경지에서 발병한

경우 관할인 검역본부와 농진청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지의 모과나무에도

감염 및 서식이 가능하므로 산림청도 발생 정보 공유/ 주변 산림지의 기

주가 될 수 있는 수종의 식생의 파악, 발생 모니터링 등을 협업

2. 해외병해충이 국내 유입했으나 아직 전파되지 않은 주산지의 경우 병해

충 발생의 사전 예측을 통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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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 화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전남 나주 배 산지)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

그램을 통한 화상병 화기감염 여부 조사

○ <그림 6-9>는 외래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병원균의 화기 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한 효과적인 꽃 샘플링 방법을 나타냄.

 효율적 샘플링을 위해서는 예찰정보를 활용하고 결과적으로 사과/배 주산

지의 화기감염을 모니터링하게 됨.

○ 화기감염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병징 확인이 되기 전에 스트

렙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처리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며 결국

효과적인 병 방제를 위한 방제적기를 확보가 가능함.

 화상병 유입 직후 선제적 방제를 통한 효과적인 국내검역이 가능함.

 화기 감염 정보는 화상병의 국내 확산 현황 파악, 유입 경로 분석을 가능

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기박멸을 위한 총력 방제 달성이 가능하게 됨.

그림 6-9. 화기감염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 화상병 모니터링 방안 예시



- 210 -

○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농경지에 발병하면 관할인 검역본부와 농진청뿐

만 아니라 주변 산림지의 모과나무에도 감염 및 서식이 가능하므로 산림청

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주변 산림지에서 기주가 될 수 있

는 수종의 식생의 파악, 발병 모니터링 등 협업은 필수적임.

○ 과수화상병의 발병 사례를 토대로 한 기관별 협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농식품부 : 기동방제지원단 지원, 발병지/주변지 공적방제 기관 협업 강화

 농진청 : 발생 과원 확진, 공적방제 지원, 매립 및 주변 예찰

 검역본부 : 역학조사, 발병지일대 모니터링, 수출단지 예찰 강화

 산림청 : 주변 산림 방제, 장미과 수목 (모과나무) 발병 예찰 및 모니터링

 지자체(시도 농정과, 시군 농정과) : 공적 방제 집행 및 보상, 기관보고

○ 특히 검역본부는 국경 중심의 검역과 수출단지 외래병해충 관리인 현행 목표

에서 식물병해충 청정화로 목표를 확대하여, 농식품부 총괄조직과 협력하여

농경지, 산림지 등 타 기관의 관할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토 전역에서 외

래병해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검역본부에서는 주요 검역병해충에 대한 발생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음.

 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병 발생예측지도 작성, 실황기

상자료를 이용한 실황예측지도 등을 제공

 향후 적용병해충의 확대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생산을 통하여 발

생예측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외래병해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

고 선진화된 예찰체계로 개선 필요

그림 6-10. 외래병해충 발생예측정보시스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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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주요 검역병해충에 대한 발생예측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목록

구분 적용병해충 활용자료 기간 제공정보

병해충
실황예측

감귤그린병, 참나무역병, 코드린나방,
자두애기잎말이나방, 유사코드린나방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뿔나방, 서부양벚과실파리

기상청
관측자료

2014년부터 ~

발생위험분포지도
지점별 시계열
예찰정보
지점별

발생위험문자발송

미래
병해충예
측

감귤그린병, 참나무역병, 코드린나방,
자두애기잎말이나방, 유사코드린나방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뿔나방, 서부양벚과실파리,
퀸슬랜드과실파리, 지중해과실파리,

오이과실파리, 귤과실파리

기후변화시나리
오

(RCP8.5
일자료)
　

2010s ~
2090s

년대별 정착위험도
(해충) 발생

최성기 연중일수
(병) 위험수준
발생일수

3.6.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식물병해충 초기 대응 체계가 보다 완벽하려면 병해충 발생 전 예측과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예찰을 바탕으로 발생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임.

 식물병해충 방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찰, 방제 담당 기관인 농진

청, 산림청, 검역본부가 평시에도 기관의 담당 병해충을 상시 예찰하고, 예

찰결과를 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기관간 상시 협업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야 함.

○ 해외병해충 국내 유입 후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기

진단이 필요. 특히, 발생이 의심되는 시료의 확진을 위한 확진기관(예컨대 농

진청 소재지인 전북 전주)으로 이동시 방제 저지선을 통과해야 하는 등 현행

관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신속한 확진으로 유입 후 발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외래병해충은 현장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해야

신속한 공적방제가 가능할 것임.

 장기적으로 해외병해충 국내 유입 후 농진청 농과원, 혹은 산림청 산림과

학원, 검역본부 등 주요 식물병해충 진단기관에서 확진 방법을 확립하고

각 지역 거점 도 농업기술원 진단실, 민관합동 수목진단센터 등에서 전문

성 강화를 통하여 지역에서 확진기능을 점진적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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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에서의 진단기능 강화와 국내의 많은 전문가

들이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가 중심이 되어 현장 진단 기능을 맡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 수목진단센터

등 기존 시스템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식물병해충 관련 농림분야 전공의 대

학교와 기관 등이 참여하여 예찰∙진단 및 진단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산재되어있는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는 진단자가 병징사진, 샘플

의 DNA/RNA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진단정보의 전달은 웹이나 모바일 등

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하되 최종 총괄은 농식품부가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농식품부 식물방역과에서는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의 틀 내에서 병해충 확

진방안을 확립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조기진단 기술을 연구, 보급,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필요한 인력

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식물병해충 방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찰, 방제 담당 기

관인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가 평시에도 기관의 담당 병해충을 상시 예찰

하고, 예찰/진단결과 등을 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기관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의 구축 필요함.

○ 상시협업을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 수목진단센터 등 기존 진단체계를 활용하

되, 지방에 위치하는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구축하여 평상시 진단 기능을

강화, 발전시켜야 함.

 다양한 병해충을 신속·정확히 진달할 수 있도록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이 가능한

인력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단 정보가 통합되고 네트워크 안에

서 전문가가 발굴되고 신속 정확한 확진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의 흐름을

구축해야 함.

○ 농경지, 산림지, 수출단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발생 식물병해충이 국가

예찰진단네트워크에서 진단되고, 국가식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정

보의 개선을 통한 정보수집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

적인 투자와 개선 방안을 통해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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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 : 해외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물 병해충의 발생 현황, 국내 유

입시 위험분석 등 해외정보 수집, 국내 유입 발생시 예찰을 위한 방안 마

련 등 위기가 예상되는 금지급의 병해충 또는 아직 조기박멸을 선언하지

못한 외래병해충의 지속적인 발병 예측 및 분석

 이를 위해 공적방제 대상 금지급 해외 병해충을 국경 및 수출단지 외에 필

요시 농경지와 산림지 등 기존의 농진청, 산림청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발생현황 조사(예찰) 및 역학조사 기능을 검역본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11. 5대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

○ 진단은 기본적으로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등 각

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양한 병해충 진단이 가능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비전을 설정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의

진단기능을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 현재 식물병해충에 대한 최종확진기관이 모호하여 기관간 진단결과가 상이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병해충은 농진청과 산림청에서 최종 확진

하고 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지정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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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기관간 상시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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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결과와 시료는 확진기관에서 책임하에 보관함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진단결과의 책임성, 투명성을 확대

○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진단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확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농식품

부 식물방역과 대응·복구팀이 담당함.

 대응·복구팀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발굴된 현장 문제점이 “국가예찰진

단네트워크” 조기진단 기능과 연계되도록 하여 발병 초기에 병해충을 현장

에서 발견하고, 국내발생 분포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통합

되어 국내 발생 병해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중심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지역 농림분야 전공의 대학교와 산림청 기관 등 연구소가 참여하는 민관협

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단이 가능하도

록 체계를 구축함.

○ 중장기 방제 연구 방안으로서 단기 대응에서 다룰 수 없었던 친환경 방제 방

안을 점진적으로 기관별로 준비하여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물

병 예찰, 방제 체계로 발전하도록 함.

○ 평시 국가식물병해충 방제 체계도 상에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관리시스

템에 해외 및 국내 발생 식물병해충 예찰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되는 국내 발생 식물병해충 정보를 업데이

트하는 것을 통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함.

 농가 및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정보는 농민 등 진단을 의뢰하는 민

원을 해결하는 과정과 기관에서 수행하는 예찰포/관찰포와 모니터링 사이

트를 이용한 발생 상시 예찰 정보가 정보 업데이트의 기반임.

3.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지원조직 설립 

○ 식물병해충은 축산과는 달리 기주 식물인 농작물, 산림, 열대작물 등 진단대

상 식물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가해하는 병해충의 종류도 많으므로 전

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함.

○ 해외병해충 국내 유입 후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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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함.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기능 중 하나는 공적방제 대상 외래병해충의 신

속한 조기 진단을 통한 완벽한 조기 대응을 함으로써 유입 후 발병이 급속

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관 주도의 중앙기동방제지원단만으로는 국가전체 식물병해충의 관리에 한

계가 있음.

○ 민관협력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 민간조직(가칭 식물방제지원본부)을 설립하여 민관합동으로 지

역단위에서 위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큼.

 농식품부가 주무부처인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돼지열병비상대

책본부가 전신이며, 중앙본부를 비롯하여 8개의 도본부와 도본부 소속 42

개 사무소, 그리고 중앙본부 소속의 3개(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가 있

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접

종, 농장채혈, 질병예찰, 방역교육·홍보,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

○ 식물방제지원본부는 식물병해충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형태로 설

립하여 단위 행정조직과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체계를 갖

추고, 식물병해충 발생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예찰, 시료채취, 질병예찰,

초동 대응조치, 방제관련 교육·홍보, 방제 및 장비지원 등 업무를 수행.

그림 6-13. 식물방제지원본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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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4.1. 총괄조정 기능강화 방안

○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담당 기관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

부로 나뉘어 관할지와 대상병해충이 구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각지대 발생

은 불가피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식

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이들 기관의 상시 협업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확립하

는 것이 중요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지를 중심으로 한 대상병해충

의 현행 기관 본연 업무만으로는 타 기관 대상병해충의 관할지 내로 유입

혹은 타 기관 관할지로의 유출에 대한 정보 및 발생 상황, 예찰 정보 등이

기관 간에 공유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농식품부에 총괄조정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요구됨.

○ 외래병해충의 공적방제와 돌발병해충의 공동방제를 위한 기관들간 현장 발생

정보, 병해충 진단, 공동방제 실행을 위한 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각지

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총괄기능이

필요함.

 이를 위한 총괄기능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특히 농식품부내 총괄조직

에는 식물병해충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 총괄조정을 하는 농식품부에는 식물방역과를 두고 산하에 방제기획팀, 예측·감

시팀, 대응·복구팀의 체제를 구축함. 신설된 조직이 총괄조정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물방역과의 담당 공무원은 식물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식물방역과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총괄.

 대응·복구팀 : 초동대응, 방제대책, 재발방지, 피해복구, 진단/예찰 육성, 식

물병해충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 국가식물병해충 진

단네트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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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기획팀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 총괄, 예찰·방제 조직, 양청 감독

 예측·감시팀 : 식물병해충 네트워크 총괄,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

설치, 권역별 예찰 거점기관 설립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가 구축된 이후 정

보 분석, 관리, 확인 등의 역할을 전문가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함.

○ 평상시 식물방역과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한 예찰

포, 관찰포에서 발생하는 일반병해충의 상시 예찰 정보 수집을 통해 주요 작

물의 일반병해충 발생 정보를 현행화 함.

○ 식물방역과는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시에는 긴급

방제가 필요한 시군 센터에 공적방제 지원 및 초동방제를 위한 중앙기동방

제지원단을 파견함.

 지역의 예찰방제센터는 지자체의 식물병해충 전문가 확보가 가능하며 이들

의 병해충 예찰, 방제 기능을 통해 농식품부 식물방역과의 총괄기능이 강

화됨.

○ 평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진단은 농민들의 주요 민원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을 진단한 데이터는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

에서 집계

 최종 확진 책임은 대응·복구팀에서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발

생 병해충의 실시간 모니터링

○ 식물방역과는 식물병해충 진단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을 국가예찰진단네트워

크로 묶고 이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진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지자

체, 관련 연구소 및 대학, 수목진단센터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하면서

최종 확진 책임을 담당함.

○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를 통한 최종 확진은 진단정보의 통합, 진단방법 통일

을 기반으로 총괄관리를 하는 대응·복구팀의 책임이지만, 농촌진흥청, 산림

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한 지역 센터가 내부적으로 진단 및 확진이 가

능하도록 기반시설의 투자와 연구인력 보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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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을 통한 진단 정보의 공유는 위임을 맡은 하위 기관들의 진단 정보 생

산, 진단 시료 중앙기탁을 통한 투명성 증대, 상호 책임 부여 등 확진을 위

한 정보의 품질관리가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의 총괄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복구팀의 역할임.

○ 유입 외래병해충은 발생 현장에서 조기진단이 필요하며, 병원체의 지역간 이

동을 제한하려면 확진은 지역 내에서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대응·복구팀이 검역대상 병해충의 지역간 이동 최

소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확진 기관을 육성하

고 일부 권한의 이양도 필요할 것임.

○ 2015년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약 300건의 진단관련 민원

중에서 채소, 과수의 진단 비중이 큰 반면, 벼와 식량작물은 1∼2%에 불과하

였음.

 경제적으로 중요한 채소, 과일 등의 작물의 진단 비중이 높고, 이들 중에서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의 발생 가능성도 높음.

○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예찰·방제 체

계에서는 병해충 예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체 예

찰·방제비의 22%수준으로 많지 않음.

 농촌진흥청의 최근 3년간 병해충 예찰·방제비는 29,299백만원이며,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교육·방제단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는 예찰비는 6,621백만

원이고, 돌발·검역병해충 등의 방제비는 22,678백만원임

 현장에서 필요한 예찰을 위해서는 대상 병해충별 예찰과 방제를 위한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 수목진단센터는 권역별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의 연구 기능을 네트워

킹 하여 국가 수목진단시스템에 접목한 좋은 사례임.

 이를 농작물, 일반병해충, 검역병해충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조

직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도 보다 효율적인 진단 목표를 달성이 가능함.

 예측·감시팀에서 필요한 진단 사업을 적기에 적소에 발주함으로써 시의적

절한 대응이 가능함(민관협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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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된 외래병해충과 민원이 급증하는 돌발병해충의 공동방제를 위한 각 기

관 협업방제 이후 방제의 평가, 이행 내용 확인, 차년도 협업방제 계획 수립

을 공적/공동방제 이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예측·감시팀에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국가식물병해충 방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구축이 필

요함.

그림 6-14. 기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식물병해충 담당 기관 개선 방안

4.2. 예찰·방제, 위험평가 결과 및 분석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

4.2.1. 병해충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 본 절에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식물병해충 예찰·

방제, 위험평가 결과 및 분석 정보의 효율적·효과적 공유체계 구축방안을 모

색하고자 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정보시스

템 조사 및 분석,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단계적 통합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

립,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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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배경 및 기대효과

○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명칭과 중점관리 병해충,

관련 정보의 내용은 <그림 6-16>과 같음.

그림 6-16.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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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비래해충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며 국가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NCPMS에는 병해충 발생 조사자료 관리,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 병해충

발생 경보체계, 방제의사결정 지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모바일 및 SMS이용 조기경보 기능, 실시간 관제시스템, 병해충 도감 DB

구축 및 병해충 자가진단, 의뢰진단 시스템, 병해충 민원 관리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어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전국의 병해충 발생상황 조기 파악

이 가능함.

○ NCPMS는 14개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관찰포 2,120개소, 예찰포 143개소

를 운영하면서 주요 병해충 110종(병 58종, 충 52종) 정보를 수집해서 운영

하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8작물 47종(병 17종, 해충 30종)의 병해충 예측모

형을 개발하여 병해충 예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새로운 외래병해충 유입시나 돌발병해충 발생시 정보의 탑재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음.

○ 산림병해충의 경우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하고 있음.

 예찰/발생조사, 방제계획 및 실적관리, 반출금지구역관리, 이동감시초소관

리, 병해충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를 포함하며, 예찰/발생뿐만 아

니라 방제계획 및 실적까지 시스템 상으로 관리가 가능함.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소나무의 반출금지구역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고사목 현황, 병해충 방제 이력 현황, 병

해충 발생예보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산림병해충 이외의 일반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임.

○ 해외병해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며 병해충정보시스템 및 병

해충예찰방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병해충정보시스템에서는 병해충정보, 검역실적, 검역정보, 검사법 및 매뉴

얼, 평가 및 동정결과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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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에서는 예찰장소관리(GPS 위치정보 등록 가능), 포장

순회조사, 공중포충망 조사, 정밀검사의뢰, 예찰조사보고서,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모니터링요원 관리가 가능함.

○ 기존의 시스템에는 각 기관별 관심대상 병해충에 대해 개별적인 시스템을 보

유·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예찰, 방제, 병해충 정보에 대한 자료를 탑재하고 있

으나 이들 시스템 상 정보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타 기관 또는

병해충 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하여 초기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각 기

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4.2.2. 정보시스템 통합 사례

○ 본 절에서는 환경부와 국립독성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식

물병해충 관계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환경부에서는 2007년에 소속기관 10개의 홈페이지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고,

웹서비스는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한 바 있음.

○ 환경부 소속기관들의 홈페이지 시스템은 기관별로 운영됨에 따라 공동이용

전산자원의 공유가 불가하였으며, 유사한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중복 개발함

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

게 됨.

○ 10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통합방향은 우선 홈페이지 특성이 유사하고, 통합

운영 시 유지비 절감 및 관리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부 산

하 유역청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 평가 결과 도출된 개

선 사항 및 행안부 웹사이트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음.

○ 환경부의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음<그림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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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10개 홈페이지 통합과 각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홈페이지 서버를 한 대로 통합하는 한편 동일한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통합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동급 서버를 추가하여

이중화를 구성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정보 및 자원 공유 확대로 콘텐츠의

상호교차 검색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전반을 공통 모듈로 구축

○ 국립독성연구원은 2006년에 연구원내 분산된 DB 및 관련 사이트를 분석하여

통합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메인 개편, 사업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 하나로 운영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을 수행한 바 있음.

○ 국립독성연구원이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각 DB별로 각각의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이용 및 홍보기능이 미흡하고, 연구원

전 직원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그림 6-17. 환경부 소속기관 10개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내역

○ 정보시스템 통합방향으로는 분산되어 잇는 국립독성연구원 내 DB등 관련 사

이트 분석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체계 마련과 서버 및 구축언어 문제로 통합

불가능 시 연차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도메인 개편, 홈페이지 통합, 기능강화 등으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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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도메인 개편

 대표 도메인을 설정하고 검색이 대표 도메인을 통해 이루어질수록 각 포털

사이트에 조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단기적인 통합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홈페이지의 경우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토록 함.

② 홈페이지 통합

 사업별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국립독성과학원 대표 홈페이지 하나로 운영

 서로 다른 언어로 구축된 사업별 홈페이지는 언어가 다를 경우 새로 작업

을 수행

 통합 시 공통적으로 운영되던 공지사항, 새소식 등은 하나로 통합

 각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콘텐츠도 한 메뉴에 하위메뉴로 재구성

③ 기능강화

 통합검색이 잘 이루어지도록 검색기능 강화

 대표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을 수행할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별 홈페

이지의 자료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강화

○ 환경부와 국립독성연구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해 공통 인프라 구축을 통

한 자원 공동 활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을 실현,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소속기관 담당자의 시스템 관리업무의 완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및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음.

○ 정보시스템 통합 사례의 주요 결과로는 시스템 통합 시 사이트통합과 병행하

여 자원통합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순한 사이트 통합이 아닌 기능 및 콘텐

츠의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 그리고 공통모듈

및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콘텐츠의 통합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임.

○ 선행사례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실제 통합시는 단순한 사이트 통합과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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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원통합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는 검색기능

및 공통모듈을 통합하고 개선함으로써 공급자 및 사용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통합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을 단

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임.

4.2.3. 식물병해충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 식물병해충 정보시스템의 통합은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관련기관

과 운영부서의 통합방안을 수립하되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병해충 발생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초기대응과 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

성 확대와 각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 및 접근

성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6-18.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 식물병해충 정보통합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흩어진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개선할 수 있

어야 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기술센터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병해충의 발생상황, 과거 발생이력, 진단방법, 관련 전문가 정보 등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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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의 전국주민DB시스템, 법무부 및 관세청의 출입국자료, 대

법원 인터넷등기소 DB 등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방제가 가능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 또는 소유주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기존의 체계 하에서는

방제를 위하여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음.

 예를 들어,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체계에서는 소

유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문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조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제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

음.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데에 의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계된 정보를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정보시스템의 통합 과정에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사각지대가 발견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대상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현을 통해 정보통합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단기적 접근이 필요

함.

 단기적 구축방안은 분산형 모델로서 기능연계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기관

별 정보 공유가 일차적 목표

 중장기적 구축방안은 절충형 모델로서 식물방역과 내의 예측·감시팀이 정

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순환체계 구

축이 목표

○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구성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통합형 모델 : 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한 기능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처 별

업무관리시스템이 센터 내 통합 구축되어 연계

 분산형 모델 : 통합전산센터에는 기능연계시스템만 연계하며, 업무관리 시

스템은 각 부처별로 외부에 분산 구축되어 외부에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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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형 모델 : 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한 기능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관리 시스템이 센터 내 통합 환경 하에서 개별 구축되

어 연계

표 6-2. 정보통합 시스템 구성방식과 장단점

구분 추진체계 장점 단점

분산형

∙ 기관별로 시스템에 대한 오
너십 보유
∙ 기관단위의 정보화 요구에
더 긴밀히 대응

∙ 높은 정보화비용 유발 위험
∙ 농식품부 차원 표준관리 부
재
∙ 기관간 시너지 및 통합효과
부족

통합형

∙ 규모의 경제와 지식공유 가
능
∙ 표준관리, 범농식품부 계획
관리, 자원할당 및 구매측면 유
리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관별
오너십이 없음
∙ 각 기관의 정보화 요구에 면
밀히 대응하기 어려움

절충형
∙ 분산형과 통합형 장점 보유
∙ 각 기관별 고유성과 농식품
부 효율성 확보 가능

∙ 기관간 의견 조율 노력이 필
요

자료 : 정충식(2008) 국가정보화의 이론 및 추진체계 정립 방안에서 수정, p10

○ 통합형 모델은 각 기관별 기능연계시스템이 동일한 구역 내에 통합되어 구축

되는 방식으로써,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임.

 장점으로는 기능연계 시스템을 허브로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됨.

 단점으로는 동일의 시스템을 각기 다른 기관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스

템 구조이므로 보안에 매우 취약함. 그 이유는 모든 기관의 데이터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이 데이터 관리자에게 부여되어 기관별 완전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중앙 집중된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므로 침해 사고의 파급 효과 역시

매우 클 수 있음.

○ 따라서 분산형 모델을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

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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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분산형 단기적 통합시스템 모델

 각 기관별로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해당 기관 사용자

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

 또한 각 기관은 기존의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이용할 수 있음. 즉,

각 기관마다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구축하여 활용함.

 각 기관별 정보공유의 첫 단계로써 기관별 병해충 예찰결과 공유, 발생현

황 파악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정보 재생산 기능은 없는 상태

임.

 분산형 모델은 정보공유의 개념으로서 기관 별 각각의 시스템을 포괄적으

로 관리하는 통합전산환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향후 각 기관의 정

보시스템이 완전 통합될 경우 별도의 통합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분산형 모델은 양방향적인 연동이 불가능하고 단방향적인 정보공유만 가능

함.

○ 중장기적으로 절충형 모델을 적용하면 식물방역과 예측·감시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재생산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시 각 기관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 체계의 구축이 가능함.

 총괄조정 기능은 기관별 정보를 통합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필요한 식물병해충 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시스템을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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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절충형 중장기적 통합시스템 모델

○ 절충형 모델을 적용한 통합시스템의 이점은 아래와 같음.

 절충형 모델은 이미 구축된 여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통합 전산환경의 조건

을 충족하는 통합형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함.

 절충형 모델은 기관별 병해충 정보시스템과 양방향적인 완전 연동이 가능

 절충형의 경우, 통합전산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타 기관

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기관별 특성 및

요구사항 반영이 자유로움.

 반면, 분산형은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이

는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에만 반영됨.

○ 따라서 궁극적으로 절충형 모델을 적용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절충형 모델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

제가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그림 6-2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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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DB정보 수집 : 기존 기관의 시스템에서 생성하여 보유한 정보를 수

집

 병해충별 재분류 : 각 시스템의 자료를 취합하여 병해충 재분류

 예를 들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산한 정보 중 해외병해충과 관련된 병

해충 정보 및 예찰 자료는 ‘해외병해충’ 그룹으로 분류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일반병해충과 돌발병해충, 비래해충에 대한 정보는

각각 ‘일반병해충’, ‘돌발병해충’, ‘비래해충’ 그룹으로 각각 분류

 산림청에서 생산한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보는 ‘산림병해충’ 그룹으로 분류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사각지대 병해충’ 으로 분류하여 예측·감시팀에서

책임지고 관리

○ 사각지대 병해충 정보 생산 : 사각지대 대상 병해충 발견 및 대응방안 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발견 및 집중 관리와 대응체계

수립

 사각지대 병해충으로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은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등이 있음.

 ‘검역병해충’의 경우 금지급 해외병해충 유입에 따른 공적방제가 필요하며,

조기박멸을 위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식물방역과 내 예측·감시팀에서 시스

템을 구축하여 방제지역 파악, 예찰, 모니터링 등에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돌발병해충’의 경우 돌발병해충이 관할지를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식물방역과 내 예측·감시팀에서 피해가 가장 큰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방제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추후 예찰, 모니터

링을 통한 관리를 수행

 공동방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보연계를 통한 대응 : 주민등록 DB 및 등기부 DB와의 연계를 통한 즉시

대응체계 수립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가 핵심적임.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국주민DB시스템 및 법무부와 관세청의 출입

국자료 및 인터넷등기소 DB 정보를 연계하여 과수원 또는 산림 등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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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악 시간 단축

 소유주와의 빠른 접촉을 통해 보상방안 등을 결정하고 빠르게 방제절차에

착수하여 확산을 저지

○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방제절차는 효율적 방제에 해당하며 기존의 방식보다 빠

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며 운영주체가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을 수행하

여야 함.

4.2.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세부 추진계획

○ 단기적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기적 정보 생성방안은 단순 정보공유

 NCPMS(농촌진흥청),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산림청), 병해충예찰방제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DB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의 재생산 없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단순공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기관

별 정보 내용을 조회

 Option box 선택방식을 활용하여 기관 선택 후 각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

는 정보를 조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정보의 재

생산이 어려운 것이 단점

○ 중장기적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각 업무에 해당하는 체계들이 외부정보 및 각 시스템 정보와 결합하여 중

점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 농식품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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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

○ 중장기적 시스템의 정보 생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정보의 유형은 정적 정보, 동적 정보, 융합정보로 구분하여 정의

 정적 정보 : 사전에 수집된 정보로 기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

표 6-3.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내역

대분류 중분류 정보유형 생성방안

A. 정적정보 1. 병해충 정보
병해충 도감 및
검사법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병해충정보시스템 DB정보
및 관할기관정보 등 수집

2. 발생현황
과거 병해충
발생정보

NCPMS 및 산림청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 연계

3. 검역정보 검역실적 및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병해충정보시스템 DB정보

연계

B. 동적정보 1. 예찰정보 병해충별 예찰정보

NCPMS(농촌진흥청),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산림청),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DB
정보 연계

2. 발생관리
진단확정결과 및
관할기관

진단결과 정보 연계 및 병해충 정보에 포함된
담당기관 배정

C. 융합정보
1. 방제계획 및

실적
방제계획 수립 및
실시내역 보고

B2 + 각 기관 및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DB정보 연계

2. 사각지대
병해충 관리

담당기관 미배정
병해충 관리

B2의 담당기관이 없는 경우 및 발생한
병해충이 이동성 병해충인 경우 별도관리

3. 방제조치
사각지대 병해충
방제조치

C2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대책
정보 생성

4. 사후관리
발생된 병해충에
대한 사후관리내역

각 기관별 DB정보 연계 및 A1에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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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정보 : 실시간으로 변화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전 생성이 불가

능한 정보로서 각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가공하는 방

안이 적합

 융합정보 :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를 융합하여 생성함. 통합예찰, 재난발생,

방제대책 정보 등이 해당

○ 분야별 구체적인 필요정보는 <표 6-4>과 같음.

○ 중장기적 구축방안은 단기적 구축방안과 다르게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정

보의 재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

 장기적 구축방안의 단점은 구축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시스템의 규

모가 크다는 것이 단점

○ 단기적 구축방안과 장기적 구축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23>과 같

음.

표 6-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필요정보

중분류 정보내용

A1. 병해충 정보
- 품목, 국가, 발생 시 담당기관 등
- 이동성 여부, 이동경로, 확산속도 등
- 최근 발생지, 발생 시 증상, 검사법 등

A2. 발생현황
- 과거 병해충 발생이력 및 담당기관 등
- 과거 병해충 발생 시 방제방법 등

- 병해충 검출통계 등

A3. 검역정보
- 검역실적 및 결과

- 효과(국내 미반입, 국내 발생 하였으나 종료 등 구분)
- 검역방법 등

B1. 예찰정보
- 병해충별 예찰정보 등

- 발생조사 자료(예찰포 및 관찰포 등 조사결과) 등
- 각 기관별 예찰조사보고서 조회

B2. 발생관리
- 진단(확정)결과 수집

- 병해충 종류에 따라 담당기관 자동배정

C1. 방제계획 및 실적 - 담당기관이 배정된 병해충에 대한 방제계획 수립 및 실시내역 보고

C2. 사각지대 병해충 관리
- B2.발생관리에서 담당기관 미배정된 병해충 별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각지대 병해충 관리주체 지정

C3. 방제조치
- C2.사각지대 병해충 관리에서 생성된 사각지대 병해충에 대한

방제조치내역 조회 및 방제 진행상황 조회

C4. 사후관리
- 발생된 병해충에 대한 사후관리내역 제공

- 신규발생된 병해충의 경우 A1.병해충 정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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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단기적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 시스템 구축의 비교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과 협조

적으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적용 및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함.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는 <그림 6-24>와 같

음.

그림 6-2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총괄)

식물방역과

통합DB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지원기관 협조기관
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전문SI업체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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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분담내역은 <표 6-5>와 같음.

표 6-5. 국가식물병해충 통합DB구축 역할분담

구분 역할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예산확보, 부처협의, 법·제도 개선 등)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 병해충 관련 DB 구축·운영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정보 제공

병해충정보시스템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

농촌진흥청
- 병해충 관련 DB 구축·운영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정보 제공

NCPMS

산림청
- 병해충 관련 DB 구축·운영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정보 제공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주민등록정보 등 DB
운영기관

- 시스템 및 DB 구축 시 정보공유 협조
전국주민DB시스템
인터넷등기소DB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 병해충 관련 정보 생성
- 3개 기관의 정보생성을 위한 협조

4.2.5.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방안

○ 예찰 및 위험분석의 결과는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협동방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는 금지급 병해충의 공적방제실시를 선언할 뿐

만 아니라 성공적인 공적방제에 따른 조기박멸 선언까지 식물병해충 방제

정책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정책 판단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공적방제 또는

공동방제 집행을 결정함.

 식물병해충 예측, 분석 및 예찰을 통한 국내 확산 위험, 방제가능 여부 정

보가 각 기관별로 분석되고, 상호 공유되어야 함.

 식물방역과는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 시스템

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병해충의 국내 발생상황, 예측 및 예찰 결과 등

정보를 총괄하고 각 기관들과의 공유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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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예찰을 위해서는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생위험을

예측하거나, 선진 예찰 방법 확보, 병해충에 의한 피해 추정을 위한 모니터

링기능이 현재보다 강화해야 함.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센터에서 운용하는 예찰포, 관찰포에서 발생하는

주요 15개 작물(식량, 채소, 과수 등)의 식물병해충 발생 후 피해율을 국가

병해충네트워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은 우려되는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

의 피해 추정에 불과함.

○ 현재의 벼와 산림병해충, 일부 금지병해충 위주의 예찰에서 최근 발병이 급

증하는 과수·원예 작물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열대작물 등 대상 작목

증가에 대응하고, 품목별 예찰 대상 병해충의 확대를 통한 상시 예찰을 위해

서는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농식품부 식물방역과에서 담당할 필

요가 있음.

 정확한 병해충 발병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센터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찰/관찰포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며, 병해충 전

문가에 의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필요

○ 산림청의 예찰도 현행 22종의 산림병해충뿐만 아니라 공동방제를 실시한 돌

발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포함하여, 도심 가로수, 공원 등 수목 관련 병해충

으로 예찰 대상 병해충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산림청의 예찰결과도 농식

품부 식물방역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함.

○ 예측, 분석 프로세스 단계에서 각 기관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

측, 예찰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예상되는 피해분석, 전년도 발생정보가 기관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의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매년 말 혹은 매년

초반에 예측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위해서 식물방역과에서 주관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기관들의 상설 협의체에서는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발생

우려가 높은 병해충에 대한 예측, 분석 기술 공유가 필요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했던 진단 기술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제

방안의 선제적 대응이 상설 협의체의 목표가 됨.

○ 식물방역과에서는 다양한 식물병해충의 조기진단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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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도록 기동방제지원단 및 식물방제관이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개

발되고 교육되어야 함.

 이를 통해 전문화된 상시예찰, 비상시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진단, 발병지

정보 보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이 가능

 <그림 6-25>는 일례로 화상병의 정확한 병해충 발병정보를 현장에서 수집

하기 위한 위치기반 서비스로서 현장 발병 상황을 시스템에 실시간 탑재를

통해 보고가 가능한 위치기반 서비스임.

 <그림 6-26>은 일례로 화상병을 현장에서 조기진단할 수 있는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조기진단 결과를

국가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실시간 보고가 가능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예측 조사 기능은 유입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중점 대상 해외병해충을 우리나라 국경 유입 전 사전 예방을 통해 효율

적인 병해충 관리가 가능하므로 타 기관의 협조와 농식품부 식물방역과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심의 사전 예측 조사 기능이 필요

함.

그림 6-25. 발병 현장에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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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 키트와 진단정보의 실시간 탑재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므로 열대 및 아열대 병해충을 예측하고 예찰할 수 있는 기능

을 확대가 필요함.

 특히 과실, 채소, 열대작물 등 현재까지 예찰이 미흡했던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

센터 등의 예찰 다각화와 함께 대폭적인 예찰관련 투자가 필요함.

 농촌진흥청에서 실시 예정인 침입 및 돌발병해충 발생실태의 모니터링, 농

경지 피해분석, 발생패턴 분석을 통한 취약성 평가 정보 및 산림청에서 실

시 예정인 외래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발생 예측 연구도 국가식물병해충 통

합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기관간 정보 공유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의 전략적 공동

방제를 전제로 국내 발생 식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고위험병해충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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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조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조기 경보 기능 및 상시 예찰 결과의 정보

통합에 기여함.

4.3.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방안

○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물 병해충 조기 발견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식물병해충

발생 후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중요함. 또한, 농약상은 현장에서 많은 방제

정보를 농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기에 발생한 식물병해충을 식물

방역과로 빨리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발생 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함.

○ 가축방역의 경우 현장의 수의사 혹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전문가인 민

간 참여가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현행 식물병 방제 체계는 시도, 혹은

시군 단위의 식물방제관 역할은 타 업무와 겸업인 농업관련 공무원의 책무

이다 보니 초동 단계에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가축방역 체계의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와 동일한 민간 주도의 식물병

해충방제본부를 설치하여 농가, 작목반, 농협 등이 주체가 되는 방제 지원이

긴급 방제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함.

○ 식물병리학회, 응용곤충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병해충 지식을 통해 예측단

계에서 기술자문 및 제공된 정보가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에 즉각

보고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학과 대학원생이 식물병해충의 진단 기술 및 예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가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전문지식 전수, 후학 양성을 통한 전문가

인력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이 필요함.

○ 산림청의 수목진단센터와 같이 지역 거점 대학에서 배출한 관련 연구 전문

인력들이 수목 진단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처럼 일반병해충과 해외병해충

진단에도 학계, 산업계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제

공하여 관련지식의 확대 발전이 가능함.

○ 민관협력 전문가들의 참여방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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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에서 식물병해충 예측, 예찰 정보 등의 자료가 전문가들에게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예측 프로그램 작성, 방제적기 포장

평가 등의 사업 확대가 가능함(식물방역과 담당).

○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적방제시 발생 현장에서 병해충의 조

기 발견시 조기 진단 기술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보고 시스템을 구

축하여 실시간 입력함으로써 예찰정보의 현행화,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국가식물안보 개념이 정립됨과 동시에 식물병해충의 예찰, 진

단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에 민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찰, 진단에 있어 전국적 감시체계를 운영이 가능함.

 또한 호주의 경우 품목단체들이 자조금을 통해 식물 병해충 방제비를 단계

별(0%, 20%, 50%, 80%)로 부담하게 하는 등 민간에 방제비 부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간 분야에서의 방제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

로 될 수 있었던 사례를 원용하여 우리도 방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5.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요지

○ 현행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담당기관은 관할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농진청과 산림청은 각각 농경지와 산림지에서 일반병해충과 산림병해충을

담당하였고, 검역본부는 국경 중심으로 외래병해충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교역확대에 따라 금지급 외래병해충(이하 외래병해충) 국내유입이 잦고,

이에 따른 공적방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각 기관의 관할지를 넘나드는 돌발병해충(이하 돌발병해충)의 공동방제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각 기관의 관할지 및 업무 영역이 못 미치는 사각지

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는 예측/분석, 감시/예찰, 대응/방제, 복구 4

단계로 구성되며, 외래병해충 유입 혹은 돌발병해충 밀도 급증으로 인한 긴

급 방제가 필요한 위기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단계는 대응/방제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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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와 명령으로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및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수행

 산림청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측, 예찰, 모니터링 독자 수행

 농식품부 : 식물병해충 방제에 대한 명령 및 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검역본부 : 유입 위험 해외병해충의 국경전 예측, 국경 검역에 중점. 국내

유입된 금지외래병해충에 대한 사후 검역체계 불확실

그림 6-27. 현행 국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 현재 공적방제를 담당하는 농진청은 일반병해충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피

해 허용 수준 이하 밀도 억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임. 따라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된 후 적극적 박멸조치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 방제체계 상에서 농진청의 인력 및 예산 규모는 외래병해충 유입 후

적극적 공적방제를 통한 조기박멸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임.

 적극적 박멸조치가 없다면 발병은 일정 면적 이상으로 확대되고 몇 년간

지속될 것임. 그 결과 해당 병해충은 공적방제 대상에서 일반병해충으로

전환됨.

 일반병해충으로 전환되면 농업인들이 방제를 책임지게 되면서 농작물 재배

에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조기박멸 실패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방

제 비용 증대 및 이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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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경우 소나무류와 참나무류 등 주요 산림 수목을 가해하는 22종의

산림병해충이 주요 방제대상이며 산림의 피해가 크지 않은 22종외의 돌발병

해충 방제는 산림청 방제의 우선 과제가 아님.

 농경지와 산림을 오가는 돌발해충이 산림에 피해가 적다면 산림청으로서는

공동방제 혹은 협업방제에 예산 및 인력 투입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임.

 최근 묘목류 수입이 증가되면서 호두나무와 같은 임산물의 묘목류 수입 경

로로 유입되는 금지병해충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경에서의 검역 외

에 유입 후 국내검역을 위한 산림청의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유입이 우려되는 각종 해외 유입 금지병해충에 대한 정보관리, 예

측, 대응체계 마련에 산림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수립하여

산림청으로서 기존 22종 외 산림병해충의 방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여기에서는 외래병해충의 공적방제와 돌발병해충의 공동방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 중심으로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

찰․방제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의 식물병해충 예

찰․방제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함.

그림 6-28.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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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대응/방제 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총괄기능 부여 및 평

시 예측/분석 및 감시/예찰, 복구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해야 함.

 평시 예측/분석, 감시/예찰, 복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만 정확

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방제 결정 및 대응방안 수립이 가능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추진하고

자 하는 개선방안은 <그림 6-29>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그림 6-29.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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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체계에서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및 농경지에서 피해가 더 큰 돌발병해충

의 공동방제 주체가 농진청-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었다

면, 개선안에서는 농식품부 총괄 기능과 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의 조기박

멸 및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주관하도록 함.

 산림병해충 발생시 방제는 현행 산림청 자체적인 방제 체계대로 실시함.

○ 농진청, 산림청 및 검역본부는 해당 관할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예찰정보

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병해충의 진단에 대한 확진 결과를 국가예찰

진단네트워크를 통하여 총괄 담당인 농식품부 대응·복구팀에 신속히 보고함.

 평상시 협업체계인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를 통하여 진단 정보 공유

 일반병해충은 농진청과 산림청이 확진을 하되, 검역병해충은 검역병해충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진

○ 임시조치, 분포/발생, 역학조사는 현행대로 각 기관별로 현실에 맞게 대응함.

○ 위험분석은 각 기관과 전문가 및 해당 작목 생산자 협회 등이 참여하는 국가

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에서 공적방제 여부를 최종 결정함.

○ 외래병해충 조기박멸을 위한 공적방제 및 돌발병해충의 기관들간 협력을 통

한 공동방제가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농식품부 총괄

조직에서 방제명령을 공고하고, 발생 현장에서 방제대책본부가 만들어 짐.

○ 농식품부-시도 농정과-시군 농정과의 행정체계를 주축으로 방제 및 피해보

상 등을 실시함. 한편, 방제지도, 긴급 방제지원단의 지원은 농진청-시도 농

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문기관 체계에서 병해충 전문가의 지

도, 지원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

○ 방제 후 결과보고는 시군 농정과-시도 농정과-농식품부로 예산 지원은 농식

품부-시도 농정과-시군 농정과로 보고 및 예산 지원을 체계화 함.

○ 방제 효과 확인은 병해충 전문가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시도 농업기술원-농

진청 체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함.

○ 박멸선언은 금지병해충 박멸판정 매뉴얼에 따라 최소 3년이상 무발병을 확인

한 후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가 선언하도록 함.



- 246 -

6.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6.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6.1.1. 개정이유와 배경

○ 기관간 정보 단절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병해충 진단/예찰/발생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야 함. 이를 위하

여 통합정보시스템인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 현재 축산분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축산농장, 관계자,

가축이동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까지 가축방역 전체를 통합하여 업무를 관리함.

6.1.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조의 1을 신설하여 표제를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이라 함.

○ 농식품부에서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식물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3조의1(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병해

충을 예방하고 식물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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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의 신설

6.2.1. 개정이유와 배경

○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국가식물병

해충방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식물병해충 해당기관의 담당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해당 병해충

전문가와 생산자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국가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함.

○ 현재의 분절화된 식물병해충 관련 정보의 통합과 기관간 협력체계구축을 위

해서는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함.

6.2.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1조의 1을 신설하여 표제를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

라 함.

○ 농식품부에서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를 국가 식물병해충 공적방제의

최고의결기구로 신설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등을 규정함

 참고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31조의1(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

회) ①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

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의 예찰

과 방제에 대한 정책결정과 방제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식물병해충

방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둔다.

③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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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신설

6.3.1. 개정이유와 배경

○ 비상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농식품부와 시도의 행정

라인에서 협조와 신속한 현장 지도를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 초기에 완벽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괄조직인 농식품부가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을 구성

하고, 관계기관 협조뿐만 아니라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현장 파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함.

○ 기존의 식물방제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은 외래병해충 발

생시와 같은 긴급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리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2에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3.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1조의 1을 신설하여 표제를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이라 함.

○ 농식품부가 중요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 발생과 같이 긴급한 위험이 발생

하거나 위험이 큰 경우 중앙과 지방에서 예찰·방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31조의1(중앙기동방제지원단)

① 중요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자격, 업무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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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중앙-지방 조직 구성의 근거

6.4.1. 개정이유와 배경

○ 산림보호법과 달리 식물방역법은 중앙조직은 대통령령을, 지방조직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조직가 업무 수행시 업무협조 체

계의 상이성 및 구성과 운영방법의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원활히 하고 조직구성을 일괄적으로 구축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법 제22조제4호에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7월 현재 지방예찰·방제단에 대한 자체 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 6개소, 기초 16개소에 불과함.

6.4.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을 개정하여 중앙과 지방조직의 설치 근거를 동일하게 함.

○ 중앙과 지방의 예찰·방제단을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1

조의 3).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
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
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
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
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
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
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
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
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
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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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식물방제관의 자격조건

6.5.1. 개정이유와 배경

○ 식물방역법에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에서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으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

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에 담당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실제 예찰과 방제를 담당하는 식물방제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임의적으로 매

우 미비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2에서는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하도록 규정하

고, 산림보호법 제26조제2항에서는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술사법

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

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

나로 규정하고 있음.

6.5.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을 개정하여 식물방제관의 자격을 업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 2).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

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

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좌동

② 식물방제관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종

자, 원예, 산림, 시설원예, 검역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업무경험이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251 -

6.6. 기관간 업무 협조 조항

6.6.1. 개정이유와 배경

○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들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과

산림보호법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국가 또는 관련 기관간의 협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2의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

조하여야 함.

6.6.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제38조의 3을 신설하여 표제를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라 함.

○ 농식품부 및 지자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과 지방의 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의 3).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38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식물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제·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게 식물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제·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국가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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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현장대응을 위한 민간조직 설립

6.7.1. 개정이유와 배경

○ 축산분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법인형태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

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

음.

○ 효율적인 식물방제와 병충해 청정화를 위하여 식물병해충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조직을 갖추고, 현장에서 병해충 발생시 행정조직과 협력하여 샘플채취,

중앙검사기관에 전달 및 결과 통보 등 방제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조직

필요

6.7.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식물보호법에 식물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식물방제지원본부 설립을 규정함. (안 제6조).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6조(식물방제지원본부) ① 식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지원본부(이하 "방제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제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제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물의 예찰 및 시료 채취, 2.초동대응조치 3. 식물병해충 예방을 위한 교

육 및 홍보, 4.방제 및 장비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제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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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역학조사의 대상 및 담당기관 명확화

6.8.1. 개정이유와 배경

○ 식물방역법상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

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 및 담당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므

로 담당기관과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

 식물방역법상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병해충의 감

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등을 말함.

6.8.2. 개정방안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대상 병해충별 담당기관을 규정함(안 제37조

의 6).

 참고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식물방역법제31조의6(역학

조사)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역학조사)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
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역학조사반원
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
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
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의6(역학조사)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국경을 포함하는 역학조사 및 외래병해충에 대한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며, 일반병
해충의 방제를 위한 역학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
한다. 단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병해충은 산림청에
서 담당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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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식물병해충에 대한 예비비 사용 근거 마련

6.9.1. 개정이유와 배경

○ 식물방역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외래병해충 발

생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나 식물병해충 방제비 예산이 한정되

어 있어 공적방제 결정 및 손실보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래병해

충 긴급대응시 예비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함.

○ 현재 축산의 경우, 가축전염병은 발병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 등에 의거 긴급방역비 및 필요시 예비비를 국가로부

터 추가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음.

6.9.2. 개정방안

○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외래병해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

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

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

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 제3조(정의)

1. 좌동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

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

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

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

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

축전염병,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외래병

해충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255 -

6.10. 산림병해충 손실보상제도의 신설

6.10.1. 개정이유와 배경

○ 농경지와는 달리 산림지에 대한 공적방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의 방제에 대한 협력이 적극적인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농경지의 경우 식물방역법제38조(손실보상)에 따라 손실보상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

6.10.2. 개정방안

○ 산림보호법 제27조의 1을 신설하여 표제를 ‘손실보상’이라 함.

○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방제명령에 의해 손실을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방안

없음

(신설) 제27조의 1【손실보상】 ①국가와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27조

에 따른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로 인하여 손

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제27조의 원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림청장이나 해당 물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과 관련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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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설정

7.1. 병해충별, 품목별 예찰기준 및 공동방제 기준 마련

○ 우선 상시예찰 병해충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당 병해충이 해외병해충인지 토

착병해충인지 판단이 필요함.

 토착병해충(또는 토착화된 병해충)인 경우 수출대상품목과 관련여부를 판

단하고, 국내 발생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20년간 발생경험이 있는 경우에

는 상시예찰을 실시

 해외병해충인 경우 국내발생경험이 있는 경우 예찰을 실시하며, 현재 발생

경험이 없더라도 교역대상국에서 발생한 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국경에서

검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상시예찰을 실시

○ 예찰은 평시에는 기존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담당기관에서 담당하며, 외

래병해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찰을 담당함.

○ 국유림과 일부 사유림에 대한 주요 6대 산림병해충은 산림청에서, 농진청과

지자체인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센터에서 운용하는 예찰포, 관찰포는 우리나

라 주요 15개 작물에 대한 품목별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의 예찰이 실시되어

야 함.

 특히 최근 발병이 급증하는 과수, 원예 작물 및 열대작물 등에 대한 품목

별 예찰 대상 병해충 선정이 필요함.

○ 현재 병해충별 공동방제는 위기상황 중 경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공동방제의

실시 기준은 병해충별로 다음과 같음.

 비래해충의 경우 공중포충망 조사 및 유아등 조사 결과 벼멸구는 6월 10마

리 이상, 7월 30마리 이상, 8월 100마리 이상이며, 흰등멸구는 동기간에

100마리 이상, 500마리 이상, 1,000마리 이상임.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의 경우 잎도열병은 병무늬면적률이 2.1∼10%, 이삭

도열병은 병든 이삭률이 11∼20%, 고추 탄저병은 피해 과실률이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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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름병은 병든 포기율이 11∼30%임.

○ 최우선 방제 대상인 금지급 해외병해충과 돌발병해충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하여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에서 병해충별 예찰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 밀도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하

는 공동방제 기준을 설정함.

그림 6-30. 외래병해충 예찰기준 결정체계 예시

7.2.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 위험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 2016년 현재 위험평가 대상 병해충은 총 106종으로서 수입위험분석, 해외병

해충 발생정보,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집된 55종(병 16종, 해충 39종) 및

수입검역과정에서 최초 검출된 잠정규제병해충 51종(병 16종, 해충 35종)임.

○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모든 병해충대상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우선 관리대상 선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검역 선진국인 미국의 prioritization process를 통한 위험도 평

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New Pest Advisory Group(NPAG)는 미국에 유입되었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외래 식물병해충에 대해 식물보호 및 검역 조치를 제안하는 업무를



- 258 -

담당하는 기관임.

 NPAG는 현재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서 곤충학자, 식물

병리학자, 생태학자, 경제학자로 구성되며 잠재적인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정보공유를 통해 식물병해충의 중요성을 평가

○ NPAG의 평가는 자체 분석가들의 보고서이며, 평가대상인 병해충의 전반적

인 정보 외에 동식물검역청의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대한 대응 및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안이 함께 담김.

○ 미국의 병해충 우선 선정의 과정을 통한 리스트는 매 2년마다 갱신됨. 리스

트를 만들기 위한 우선 선정 과정과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및 축적 단계가 필

요하며, 선정을 위한 트랩 및 루어, 진단, 스크리닝 방안 등이 구축되면 조사

가 개시됨.

- 조사 1년 차 : 사전평가, 예측모델 구축, 사후평가

- 조사 2년 차 : 새로운 병해충 지원 자료 개발(병해충 datasheet, 조사 방법

의 인증, 병해충 동정 및 진단 방법 인증, 트랩 및 루어의

조달, 동정 및 진단 능력, 적절한 스크리닝 방안, 기주지도)

그림 6-31. 조사 1년차 사전/사후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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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위험평가의 3분류 구분

○ 유입 병해충의 위험평가를 3 분류로 분석하여 유입되었을 때 충격이 커서 위

험이 높은 것에서부터 충격이 크지 않은 것까지로 구분함.

○ NPAG의 평가시 생물학적인 범주 외에도 비경제적, 경제적 범주까지 고려하

여 NPAG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되어지는 범주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 6-33. NPAG 평가시 고려되는 범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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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AG에서 최종적으로 각 병해충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채택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함.

그림 6-34. NPAG가 작성한 기술적 보고서의 예

○ 우리나라 역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유입시 긴급방제를 요하며 유입 후

예찰이 필요한 고위험병해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야 함.

○ 해외 병해충 유입시 조기박멸을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조기박멸 선언을

위한 기준설정의 평가틀을 마련하기 위함.

○ 미국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현재 검역병해충과 유입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을

대상으로 병해충 사전적·사후적 위험평가를 통하여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NPAG 병해충 위험평가 업무절차는 <그림 6-35>와 같음.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발견자는 NPAG 의장에게 신

고를 하며, 의장은 위험평가 조사시작 여부를 결정함.

 신고된 병해충이 NPAG 병해충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되지 않고,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잠재적인 NPAG 병해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조

사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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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평가 조사가 개시된 병해충이 확실한 병해충인 경우는 NPAG 의장은

분석가에게 기술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작성된 보고서 초안은 NPAG

Core팀에서 검토 및 재작업이 이루어진 후 최종 결과물 형태로 부의장과

의장에게 보고됨. 한편, 잠재적인 병해충인 경우에는 NPAG 의장이 분석가

에게 사전평가를 의뢰하고, 병해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조사가 종료되

며, 병해충으로 판명되면 앞서 논의한 절차를 따르게 됨.

 의장에게 최종 결과물이 송부된 후 해당 병해충이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명

된 경우에는 PPQ 운영팀에게 보고서를 송부하며, PPQ 차장은 최종의사결

정을 내린 후 필요한 활동사항이 NPAG를 통해 관련 담당자와 행동지도자

등에게 송부됨.

 최종 결과물 상 해당 병해충이 평시 조사 병해충인 경우에는 보고불가/조

치불가의 경우는 국립식물위원회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는 해당 병해충의 규제를 위해 국가식별서비스에 보고서 사본을 송부하며,

동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 병해충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됨.

그림 6-35. NPAG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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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병해충별 공적방제를 위한 기준 및 일반방제로의 전환기준 설정 

○ 해외 발생 예와 성공적인 방제 후 조기박멸 선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

음.

○ 과수화상병의 경우, 스페인 아라곤에서 2000∼2003년까지 22개 과수원에서

20여 ha에 발생하였으나 이후 전반을 억제하기 위해 철저한 공적방제와 더

불어 5,000ha가 넘는 주변 배, 사과의 예찰을 통해 2006년 성공적인 조기박

멸을 완수를 선언한 예가 있음.

○ 스페인 아라곤 지방에서는 2000년 6월 Conference 및 Blanquilla 등 두 가지

배나무 품종에 화상병 발생후 5킬로 반경의 security area(SA)를 설정하여

SA 내외부에 예찰지역을 선정하였음.

○ 이 지역에서 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했던 2000년에는 발병한 과수원의 과수를

전량 매립, 폐원하였으나, 이듬해인 2001년부터는 화상병 발병 예측모델인

Maryblyt(risk assessment system)를 사용하여 화기감염을 예측하는 위험평

가를 실시하면서 감염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음.

○ 개화기간 중 화기감염 예측 외에도 개화 이후 감염위험이 높은 연도 및 지역

을 예측하여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이 발생하여 병징이 나타난 과수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병행하여, 만일

새로운 병징이 주변에서 재발하였을 때만 전체 과수원을 폐원하였음.

○ 화상병 발생 전에는 2명의 inspector가 실시하던 예찰을 병 발생 후 SA 지역

내부는 6명까지 늘리고 외부는 발병 후 8∼22명으로 탄력적 인력을 배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화상병 발생이 중지된 2004년이후 2010까지 예찰은 계속하였으나 (inspector

는 SA 내부 6, SA 외부 8명) risk assessment system인 Maryblyt가 화상병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던 2006년에 발병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조기

박멸을 선언하였음.

○ 이와 같이 금지병해충에 대한 공적방제는 조기박멸이나 일반방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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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명시적 결론이 도출하는 관리가 되어야 함.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발생하게 됨. 그러므로 기

본적으로 해외병해충 유입시 조기박멸을 위하여 공적방제를 실시하되 경제적

인 피해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병해충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방제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공적방제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해충별로 국가식물병해충위원회에서 경

제적 피해의 수준을 판단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국내 피해범위 : 개별 병해충 확산범위

 피해기주의 범위 : 피해기주의 다양성

 생산량 규모 : 피해를 받는 기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액

 수출액 규모 : 피해를 받는 기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출액

 수입액 규모 : 피해를 받는 기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액

 기주의 유사성 : 병해충별 피해 기주식물의 수

 해외 피해 규모 :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 등

○ 이러한 계량화를 통한 공적방제의 실시와 일반방제의 전환은 자료에 입각한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후나 교역조건의

변화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기주의 경제성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

성적인 고려가 수반되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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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및 투자 방안

1.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방안

1.1. 예산 지원

○ 해외병해충 유입 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측, 예찰 등 병해충 정보수집을 위

한 국가예산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시급함.

○ 현재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 및 발생에 따른 공적방제는 농촌진흥청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관련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집행한 해외병해충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한 예산

은 113억 8,600만원임.

 이 중 공적방제 농약구입비(방제비) 50억 원, 과수화상병 과원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4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한편, 식물병해충 예찰을 위한 약 600 여명의 식물방제관 교육, 관찰포 운

용, 진단실 및 진단비 운용 등 예찰, 예측, 위험평가를 위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함.

1.2. 인력 보강

○ 현재 공적방제를 집행하는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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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음.

 현 식물방제관의 78%가 농촌지도직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연간 1∼2회 교

육을 이수하는 등의 식물병해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는 갖고 있으나

식물병해충을 전담하는 전문가라 하기는 어려움.

 전문가가 아닌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기존의 다른 고유 업무와 겸업하고 있

현실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식물병해충 유입 후 위기 상황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

 가축방역 집행시 수의사 자격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식물병 방제에도 최

소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도 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조직에 식물병해

충에 대한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함.

○ 산림병해충의 경우에도 지방산림청과 시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의 병충해

담당직원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어려

움이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조직에의 인력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시·군별로는 2명, 국유림관리소별로 2명 등의 추가인력 필요

○ 현행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주관하는 공적방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효과적인 위

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증가된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 조직협조체계의 개편

○ 조직체계 면에서도 농촌진흥청-도 기술원-시군센터 라인은 공적방제가 필요

한 비상시 보상, 공적방제 등 행정력이 필요한 공무를 집행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며, 평시에 농업진흥을 위한 지도업무를 담당하다가 위기에 폐원을 집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업무여서 업무 연결성도 부족함.

 2015년 천안의 경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를 위한 과원 폐원시 보상 대상을

찾는 데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되었으며, 이를 현장전문 인력인 농업기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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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긴급한 공적방제에 차질이 올 수도 있었음.

 공적방제의 중심인 시도-시군 농정과 라인은 행정력을 통해 동원될 수 있

는 방제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방제 및 보상을 위한 행정업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의 공적방제와 공동방제의 강력한 집행을 위

해서는 농식품부-지자체 농정과의 행정라인으로 방제체계를 일원화하고, 평

시 식물병해충 예찰 및 지도 등의 업무는 농진청-도 기술원-시군 농업기술

센터, 산림청 및 검역본부 등이 담당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

임.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 방안

2.1. 조직

○ 현재 농식품부의 구성은 <그림 7-1>과 같으며, 식물병해충의 예찰·방제 업

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상황임.

그림 7-1. 현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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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측면이나 전반적인 식물병해

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행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식물

방역과를 신설하고, 식물방역과 산하에 대응·복구팀, 방제기획팀, 예측·감시

팀 등 3개 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식물방역과 외에도 검역 및 주요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모

니터링 체계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으로서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도입할 필

요가 있음.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의 경우 북동, 중부, 호남, 영남, 제주지역으로 나누어

5개 권역 센터로 구성

그림 7-2. 신설 식물방역과 및 권력별 예찰방제센터 조직도

2.2. 예산

○ 농식품부 내 식물방역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는 약 408.3백만 원으로 추정됨.

 소요인력은 과장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계산

 과장급 1명은 4급 기준으로 1년에 52,973천원 소요 예상

 사무관 및 주무관은 각각 1년에 132,339천원, 222,968천원 소요 예상

○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도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766.3백만 원

규모로 추정됨.

 소요인력은 각 센터별로 팀장 1명(사무관) 및 팀원 4명(주무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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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5개 센터에 대한 총 인원은 25명으로 예상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의 주요 업무인 외래병해충 예찰·분포조사, 외래병해

충 예찰전문요원 및 예찰장비 관리 업무, 예찰 등 교육 및 홍보 업무, 검역

병해충 등 긴급방제 업무, 공적방제 이후 사후관리 업무 등 각 업무별로 1

명씩 소요 예상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계산

 팀장급 5명은 6급을 기준으로 1년에 185,807천원 소요 예상

 팀원급 5명은 7∼9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에 580,503천원 소요 예상

표 7-1. 식물방역과 추정 인건비 소요액

내역 예산(천원)

직급 월급여(원) 근기

과장 4,414,428 4,414,428원*1명*12월 52,973

계장 3,676,084 3,676,084원*1명*12월 132,339

계원 3,096,778 3,096,778원*1명*12월 222,968

합계 408,280

표 7-2.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정
부서 내 역 예산(천원)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5개 지방센터)

팀장 6급 3,096,778원*5명*12월 185,807
팀원 7∼9급 평균 2,418,763원*20명*12월 580,503

합 계 766,309

○ <표 7-3>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총원 40명에 해당하는 기본경비임.

표 7-3.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비목 금액(천 원)

일반수용비 332,077
공공요금 및 제세 105,479

피복비 7,600
임차료 45,727
연료비 51,500

시설장치유지비 20,000
차량선박비 94,460
국내여비 220,700
국외여비 38,709
합계 916,252

주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총원 40명 기준 기본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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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 식물방역과와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약 801,720천 원으로 추정됨.

 운영비의 경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

설장치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외 여비 등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본경비 기준에 따라 인원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물방역과와 권

역별 예찰방제센터 소요 인원인 35명에 비례한 기본경비를 추정함.

2.3.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의 비용·편익 분석

○ 본 절은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등의 목적으로 식물방역과와 권역별 예찰방제

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외래병해충 검역에 따른 편익 효

과를 비교하여 조직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용항목으로는 조직 신설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와 연간 부서 운

영비 지출 내역을 포함하였음.

 조직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은 총 35명으로 가정

 식물방역과 : 과장(1명), 사무관(3명), 주무관(6명)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 센터당 팀장1명, 팀원 4명 (총 팀장5명, 팀원 20명)

 운영비의 경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

설장치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외 여비 등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

산 기준에 따라 인원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 편익항목으로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나리오 중 가장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농가 직접 피해액 수치를 적용함. 하지만 외래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계측 과정에서 행해진 가정과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의 특성

을 반영하여 25년 분석기간 동안 분석에 포함된 각 외래병해충이 한 차례씩

만 발생한다는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함.

 실제 분석에서는 2021년 화상병 배 피해발생, 2025년 화상병 사과 피해발

생, 2029년 미국선녀벌레 단감 피해발생, 2033년 감자걀쭉병 감자 피해발

생, 2037년 꽃매미 포도피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분석대상 마지막

연도인 2041년의 경우 분석대상 5가지 품목, 4가지 병해충에 따른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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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피해액 발생을 가정하였음.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각 품목에 대한 병

해충 피해가 전체 분석기간 동안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외래병해충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문제는 불확실성이 높

은 사안이나 최근(2015년) 발생한 화상병의 사례에 기초하여 화상병 관련

작물 피해 상황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음.

표 7-4. 편익 및 비용 항목

비용 편익

조직 신설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조직 신설로 외래병해충 발생 방지에 따른 효과

연간 부서 운영비
(경제적 피해 추정 시나리오 중 가장 중립적인
시나리오의 농가 직접 피해액만큼 효과 가정)

연도
비용 편익

인건비 운영비 비용합계
비용의
현재가치

피해감소
편익의
현재가치

2017 1,175 802 1,976 1,976 0 0
2018 1,211 827 2,038 1,941 0 0
2019 1,249 853 2,102 1,906 0 0
2020 1,288 879 2,168 1,872 0 0
2021 1,329 907 2,235 1,839 5,356 4,406
2022 1,370 935 2,305 1,806 0 0
2023 1,413 964 2,377 1,774 0 0
2024 1,457 995 2,452 1,742 0 0
2025 1,503 1,026 2,529 1,711 9,450 6,396
2026 1,550 1,058 2,608 1,681 0 0
2027 1,598 1,091 2,689 1,651 0 0
2028 1,648 1,125 2,773 1,622 0 0
2029 1,700 1,160 2,860 1,593 21,279 11,849
2030 1,753 1,197 2,950 1,564 0 0
2031 1,808 1,234 3,042 1,536 0 0
2032 1,864 1,273 3,137 1,509 0 0
2033 1,923 1,312 3,235 1,482 26,253 12,027
2034 1,983 1,353 3,336 1,456 0 0
2035 2,045 1,396 3,441 1,430 0 0
2036 2,109 1,439 3,548 1,404 0 0
2037 2,175 1,484 3,659 1,379 28,841 10,870
2038 2,243 1,531 3,774 1,355 0 0
2039 2,313 1,579 3,892 1,330 0 0
2040 2,385 1,628 4,014 1,307 0 0
2041 2,460 1,679 4,139 1,283 18,236 5,654
합계 43,552 29,727 73,279 40,149 109,415 51,202

편익/비용 : 1.28, 내부수익률(IRR) : 6%

표 7-5. 식물방역과 및 예찰방제센터 설치의 비용·편익 분석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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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은 25년(2017∼2041년)이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로서 공공투

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5%를 가정하여 분석기간 동안 발생

할 편익과 비용 수준을 현재가치화 하였음.

○ 또한 분석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비용과 편익

항목의 수치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11∼2015

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물가상승률의 경우 본 비용·편익 분석 항목 중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에 적

용할 수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의 시간당 명목임금지

수 증감률을 토대로 평균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였음.

○ 분석결과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은 1.28, 내부수익률(IRR)은 6%로서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본

분석 결과는 각 병해충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1.2회 정도 나타날 것이라는 매

우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경우 비용 대

비 편익 비율과 내부수익률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4.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조직 신설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4.1.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IO)

○ <표 7-6>과 같이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은 투입-산출 행위를 통하여 상호거

래 관계를 가짐. 이는 소비·투자·수출 등으로 대표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

라 경제전반에 파급되는 생산·고용·소득 유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

는 기초를 제공하며,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정부 정책 시행 등의 외생적인

변화가 한 국가의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각 산업부문의 중간투입액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값을 투입계수, (= )

라고 하며, 이를 통해 아래 식 (1)과 (2)를 구축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최종

수요 변화()에 따른 총산출의 변화분()을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합으로

계측 가능함.

                                                              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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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총산출 벡터(×), 는 투입계수 행렬, 는 총수요 벡터(×)임.

                                                              식 (7-2)
단, 는 항등행렬(×)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공제)

총산
출액1  …   j  …   n

중간
수요계

소비 투자 수출
최종
수요계

내
생
부
문

1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n  …  …          …     …      

중간투입계    …    … 

외
생
부
문

피용자보수    …   … 

영업잉여    …    …  

고정자본소모   …     … 

순생산세   …   … 

부가가치계    …    … 

총투입액     …    … 

표 7-6. 산업연관표의 구조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외래병해충 검역 및 예찰 등의 행위는 외래병해충 발생 피해를 저감시킴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분예산모형을 적용

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이러한 경제적 편익 외에 식물방역과의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 피해 감소

는 전후방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조직 신설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부의 운영비 지출도 공공부문의 최종수요 증대를 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러한 파급효과는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본 사업

추진의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

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 여기에서는 식물방역과와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의 설치에 따른 국가 경제 파

급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본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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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

○ 산업연관모형의 적용을 위해 아래 <표 7-7>과 같이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 항목을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 변

화로 볼 수 있으며, 편의상 분석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여 연평균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로 볼 수 있음.

구분 내용 산업분류

감자 피해 외래병해충 검역으로 인해 감소한 감자 피해 산업분류 상 감자류(4번)

과실 피해 외래병해충 검역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 피해 산업분류 상 과실(6번)

인건비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고용비용

연간 인건비 지출액 중 가계저축률을
제외한 부분을 각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비중에 적용함

운영비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연간

운영비
산업분류 상 중앙정부(360번)

표 7-7. 산업연관효과 추정 위한 최종수요 항목 구분

주 : 가계저축률 자료는 한국의 2010∼2014년 저축률 수치의 평균값인 5.04%를 적용하였음.
자료 : 가계저축률 자료는 OECD, http://data.oecd.org

○ 비용·편익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외래병해충 피해의 중립적인 시나리오인 시

나리오2를 적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7-8>과 같이 연평균

63억 원의 최종수요증대 효과(직접효과)가 있으며, 이는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36억 원의 간접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시나리오2를 가정한 식물방역과 및 권

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합은 99억 원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남.

http://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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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농림수산품 4,400 295 4,696

광산품 0 7 7

음식료품 82 102 183

섬유 및 가죽제품 36 47 83

목재 및 종이, 인쇄 2 186 188

석탄 및 석유제품 18 221 239

화학제품 14 831 845

비금속광물제품 1 11 12

1차 금속제품 0 61 61

금속제품 2 48 50

기계 및 장비 2 52 55

전기 및 전자기기 32 72 104

정밀기기 4 13 17

운송장비 34 68 102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 48 57

전력, 가스 및 증기 29 150 17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 42 49

건설 0 27 27

도소매서비스 100 305 405

운송서비스 38 173 21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5 80 16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41 125 16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5 180 255

부동산 및 임대 154 83 2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3 60 64

사업지원서비스 7 58 66

공공행정 및 국방 597 11 609

교육서비스 90 2 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63 17 79

문화 및 기타 서비스 79 47 125

총합 6,004 3,422 9,427

표 7-8.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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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래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추정

1. 분석내용

○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수준을 효과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

수준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병해충 각각의 특성 파악을 통해

병해충 별로 적합한 피해수량 방정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수량을 도출하고 부분예산 기법을 적용하여 외래병해충 발생이 농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비용과 편익 측면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마지막으로 부분균형모형을 통하여 외래병해충 발생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함.

2. 분석방법 및 자료

2.1. 분석방법

2.1.1. 부분예산 기법(Par tial Budgeting, PB)

○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변화가 초래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

과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임(문한필, 2011).

○ Macleod 외 (2003), Breukers 외 (2008) 등 다수의 연구들이 검역대상 병해

충 유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부분예산 기법을 사용하였

으며, 이는 간결성에 입각한 해당 방법론의 비용효율적인 특성에 기인함.

○ 아래 <표 1>과 같이 병해충 발생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편익을 비교

함으로서 농가 수익의 순 변화분을 측정하고 이를 농가차원의 직접적인 효

과로 산출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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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병해충 발생에 지출되는 방제 비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분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며, 편익 항목으로는 병해충 발생에 따른 부산물 수입

및 과수원 폐원에 따른 경영비 감소분을 고려하였음.

 위의 계산을 위해 작물별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병해충 발생에 따른 수확

량 감소율, 방제비용 등의 자료를 활용함.

○ 부분예산 기법을 병해충 발생 사건에 적용한 예시는 <표 1>과 같음.

비용 편익
A. 병해충 발병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 발병시 소요비용 – 미발병시 소요비용,
예시) 방제 비용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비와 인건비의 합계)

C. 병해충 발병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
※ 발병시 수입 – 미발병시 수입,

예시) 부산물 수입
(피해 작물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의 가치)

B. 병해충 발병에 따라 감소한 수입
※ 미발병시 수입 – 발병시 수입

예시) 생산량 감소분
(작물별 피해수량에 농가수취가격을 적용)

D. 병해충 발병에 따라 감소된 비용
※ 발병시 소요비용 – 미발병시 소요비용

예시) 폐원에 따른 경영비 감소분
(과원 단위 면적에 경영비 적용)

총 수익의 변화분 : C + D - (A + B)

표 1. 부분예산 기법 분석 사례

자료 : 안동환 외 (2016), Soliman et al. (2010)

2.1.1. 부분균형 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ing, PE)

○ 부분균형 모형은 부분예산 기법과 달리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특정 경제부문

의 가격 및 생산량 변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계측하는데

사용됨.

자료 : 안동환 외 (2016)

그림 1. 부분균형 모형과 추정 가능한 사회후생손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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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림 1>과 같이 병해충 발생으로 손실되는 사회후생의 가치를 평가함

으로서 가능함. 예를 들어, 과수에 발생한 병해충의 피해는 생산량을 에서

으로 감소시키며, 이는 과수 부문의 가격을 에서 으로 증가시킴에 따

라 기존의 소비·공급자 잉여를 축소시켜, 음영된 부분과 같이 사회후생손실

액을 창출함.

2.2. 분석자료

○ 감자걀쭉병에 의한 노지 봄 감자 농가 직접피해 계측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아래 <표 2>와 같음.

항목 단위 값

재배
단수 kg/10a 2,396

씨감자 소요량 kg/10a 143

소득
경영비 1기작/원/10a 1,014,344

폐원지원비 원/10a -

가격
농가수취가격 원/kg 993

도매가격 원/kg 1,429

표 2. 부분예산모형 활용자료(노지 봄감자 기준)

자료 : 농촌진흥청, 2012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소득 및 가격 관련 자료)

○ 미국선녀벌레에 의한 단감 농가 직접피해 계측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아래

<표 3>과 같음.

자료 1 : 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 과실생산량 (재배관련 자료)
자료 2 : 농촌진흥청, 2012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소득 및 가격 관련 자료)
자료 3 :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www.kamis.or.kr/) (도매가격)

항목 단위 값

재배
전국 성목면적 10a 119,550

총 생산량 kg 173,814,000

소득
부산물 단가 원/kg 354

총 방제 비용 원/10a 174,139

가격
농가 수취가격 원/kg 1,923

도매가격 원/kg 2,653

표 3. 부분예산모형 활용자료(단감 기준)

http://www.kam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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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매미 발생에 의한 포도 농가 직접피해 계측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아래

<표 4>와 같음.

항목 단위 값

재배
전국 성목면적 10a 123,970

총 생산량 kg 277,917,000

소득
부산물 단가 원/kg 706

총 방제 비용 원/10a 171,132

가격
농가 수취가격 원/kg 3,614

도매가격 원/kg 4,060

표 4. 부분예산모형 활용자료(포도 기준)

자료 1 : 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 과실생산량 (재배관련 자료)
자료 2 : 농촌진흥청, 2012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소득 및 가격 관련 자료)
자료 3 :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www.kamis.or.kr/) (도매가격)

자료 1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통계연보 (재배관련 자료)
자료 2 : 농촌진흥청, 2013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소득 및 가격 관련 자료)
자료 3 :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www.kamis.or.kr/) (도매가격)

○ 마지막으로 아래 <표 6>은 부분균형모형 분석에 사용된 작물별 수요와 공급

의 가격 탄성치 자료임. 본 과제는 해당 작물의 탄성치 자료를 활용하여 수

요·공급 함수를 구축하고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초래하는 사

회후생손실분을 계측함.

항목 단위 값

재배
전국 성과수 면적 10a 127,270

총 생산량 kg 261,412,580

소득

경영비 원/10a 2,200,799

폐원지원비 원/10a 15,000,000

총 방제 비용 원/10a 13,000

가격
농가수취가격 원/kg 2,202

도매가격 원/kg 2,931

○ 화상병 발생에 따른 배 농가 직접피해액 계측에 활용된 자료는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부분예산모형 활용자료(배 기준)

http://www.kamis.or.kr/
http://www.kam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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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요 공급

감자 -0.527 0.323

단감 -0.4309 0.35

포도 -0.307 0.34

배 -0.54 0.34

단호박 -0.61 0.338

표 6. 부분균형모형 분석에 활용된 작물별 탄성치

주 : 단호박 공급 가격 탄성치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감자, 단감, 포도, 배 공급 가격 탄성치의 평균 값
을 적용함.

자료 : 감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단감, 배, 포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의 탄성치 값을 인용함.

3. 분석대상 개요

3.1.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 감자걀쭉병은 국가 금지급 관리대상 병원체로서 일반적으로 걀쭉 바이로이드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에 감염된 감자끼리 접촉하거나 감염된

감자를 만진 손 혹은 칼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됨.

○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감자는 잎이 가늘고 약해 막대기 같아지고, 수직으로

곧게 되며, 일반 감자 보다 검고 푸른 주름을 가짐. 전반적으로 감자는 기형

형태로 변하며,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를 초래함.

○ 국내에서는 2008년11)과 2010년12) 각 두 차례에 걸쳐 국내 민간 육종 업체

‘포테이토밸리’가 취급하는 씨감자에 감자걀쭉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폐기

조치하였으나 2013년 씨감자 체종단계별 감자걀쭉병 발생 조사 실시 이후

감자걀쭉병 박멸을 선언함(농촌진흥청, 2014).

○ 따라서 현재 감자걀쭉병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 미

국, 뉴질랜드 등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분포함. 만일 감자걀쭉병 감염 사실

11) 한국농어민신문, ‘감자걀쭉병 유입경로, 오리무중’, 2009년 3월 2일자 기사.
12) 한겨레, ‘감자걀쭉병 발견, 전량 수거하기로’, 2010년 2월 28일자 기사.



- 282 -

이 확인될 경우 감자 수입을 금지해오던 위 국가로부터 수입 금지가 불가능

해짐.

○ 더욱이 감자걀쭉병은 약제 방제가 불가능하여 감염 시 폐기처분 이외에 별다

른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은 감자걀쭉병 검역의 중요성을 증대시킴.

3.2.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 미국선녀벌레는 우리나라에서 검역해충으로서 취급되며, 북미대륙이 원산지

인 외래해충임. 이는 2009년 김해에 위치한 단감 농원에서 발견된 이래로

2012년 기준 전국 31개 시군구 등에서 발생하는 등 과수원의 문제 해충으로

자리매김함.

자료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 1년에 1세대 월동하며, 단감 등 과수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는 않으나 약

충 때부터 기주식물의 줄기 및 잎을 흡즙하여 발육을 저해하며, 왁스물질과

곤충들의 배설물인 감로를 배출하여 2차적으로 그을음병을 유발함.

○ 과수원내부와 인근 산림지역에 동시 방제하는 등 미국선녀벌레의 밀도를 낮

지 역 농경지(ha) 산림(ha) 농경지비율(%) 산림비율(%)
경 기 도 15.3 78.6 0.0149 0.0354
강 원 도 0.0 0.0 0.0000 0.0000
충청북도 75.7 37.0 0.0735 0.0167
충청남도 152.1 810.6 0.1477 0.3649
전라북도 0.0 10.0 0.0000 0.0045
전라남도 0.0 0.0 0.0000 0.0000
경상북도 772.0 385.0 0.7494 0.1733
경상남도 0.0 0.0 0.0000 0.0000
제 주 도 - - - -
서 울 시 - - - -
부 산 시 - - - -
대 구 시 0.0 0.0 0.0000 0.0000
인 천 시 0.0 0.0 0.0000 0.0000
광 주 시 - - - -
대 전 시 15.0 900.0 0.0146 0.4052
울 산 시 0.0 0.0 0.0000 0.0000
합 계 1,030.1 2,221.2 1.0000 1.0000

표 7. 2014년 시도별 미국선녀벌레 농경지 및 산림지역 발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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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위한 방제 수단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동성이 강한 탓에 완전한 박멸이

어려움.

○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 등과 관련된 세부 자료는 연도별·지역별로 정리되지

않았으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자료 취합이 이루어짐. 아래

<표 7>은 2014년도 시도별 미국선녀벌레 발생 현황을 농경지와 산림으로

구분한 것임.

 현재까지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과수 피해율 등 피해 수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가 미미하나 인삼 등 특정 작물의 경우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작물을 중심으로 미국선

녀벌레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3.3. 꽃매미(Lycorma delicatul)

○ 꽃매미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해충으로서 2006

년충남 연기군의 포도원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돌발해충임(박석희 외,

2012). 이는 과실의 잎, 줄기, 열매 등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며, 특히 포도나

무의 수액을 흡즙하고, 미국선녀벌레와 같이 감로에 의한 2차적인 그을음병

을 유발하는 등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림.

○ 미국선녀벌레와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뛰어나 꽃매미가 위치한 나무에 차단망

을 설치하여 방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꽃매미 발생면적과 관련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발간하는 포도 관측 월보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

<표 8>은 연도별 꽃매미 발생면적을 정리한 것임.

연 도 발생면적 연 도 발생면적
2006 1ha 2010 8,378ha
2007 7ha 2011 7,400ha
2008 91ha 2012 6,900ha
2009 2,946ha 2013 3,400ha

표 8. 꽃매미의 연도별 발생면적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포도 관측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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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상병(fire blight)

○ 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사과·배 등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임.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5월 초 경기도 소재 배 과수원(3농가, 1.7ha)에서

과수세균병인 화상병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충남·천안 지역의 과수에서도

의심사례가 확인됨13).

 최종적으로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에 위치한 42농가(41.8ha)와

100m 인근에 위치한 농가 등 모두 64농가(57.1ha)를 대상으로 폐원 및 과

수 굴취·매몰 등 공적방제가 실시됨.

 과수원을 폐원함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보상비용은 1억 5,000만원임 수준이

며, 첫해 5,000만원, 둘째와 셋째 해에 3천여만원을 보상함. 농약 및 농기구

투입 비용을 감안하여 첫해의 보상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됨.

○ 화상병에 감염되면 잎 가장자리에 흑갈색 병반이 형성되며, 새순, 가지 등이

시들어 버림.

○ 화상병은 습한 날 세균점액이 비바람에 전파되거나 곤충류 및 사용된 전정가

위 등 농기구에 의해 전염되며, 해당 병은 치료약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방제 약제 살포에 중점을 두며, 감염의심 나무의 경우 매몰(뿌리채 뽑

아 땅속에 파 묻음)하고 확진 경우에는 해당 과수원 전체와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복숭아, 자두 등)을 모두 매몰하고 발견지점을 기준

으로 반경 2km 이내에 약제 살포, 5km 이내는 주기적 예찰을 시행하는 등

의 방제를 행함.

4. 경제적 피해 추정 결과

○ 우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기 이전에 해

당 병해충 발생이 초래하는 과실별 피해수량 측정이 요구됨.

13) 한국농어민신문, ‘과수세균병 국내 배나무서 첫 바병 비상,’ 2015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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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병해충별 피해수량 산정 방식은 아래 식 (1)과 같으며, 각 병해충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다음의 내용과 같이 변형되어 사용되었음.

병해충에의한피해수량 = 작물별생산량 ×병해충에의한피해율  식 (1)

4.1. 감자걀쭉병

4.1.1. 감자 피해수량

감자걀쭉병감자피해수량 = 씨감자총수요량씨감자정부관련기관유통량

                         ×씨감자감염비율 ×씨감자당수확량   식 (2)

○ 감자걀쭉병 발생에 의한 감자피해수량 도출은 위의 식 (2)와 같이 씨감자 감

염에 의한 감자 생산량 감소 수준을 피해수량으로 계측함.

○ 일반적으로 씨감자 유통 채널 중 민간 업체의 경우에는 정부 관련 기관에 비

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검역 및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탓에 바이러스 및 바이

로이드 감염율이 높은 특성을 지님. 따라서 안동환 외(2015)의 연구에서는

민간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씨감자량과 씨감자 감염 비율 시나리오를 근거

로 감염된 씨감자에서 산출되는 감자 피해수량을 계측함.

민간 유통 씨감자 감염율 1% 5% 10% 20%
민간 업체 감염 씨감자 유통량(톤) 220 1,100 2,200 4,400
씨감자 1kg당 감자생산량(kg) 16.42 16.42 16.42 16.42

예상피해수량(톤) 3,612 18,059 36,118 72,235

표 9. 감자 걀쭉병 발병에 의한 민간 감자 유통량 비율별 예상 피해

자료 : 안동환 외(2015)

4.1.2. 직접피해 – 부분예산모형

○ 부분예산모형의 적용을 통해 도출한 감자걀쭉병의 농가 직접피해액은 아래

<표 10>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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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서 유통되는 씨감자 감염율이 1%에서 20%까지 증가하면, 노지 봄

감자 재배 농가의 피해액은 5,253 백만원에서 107,168 백만원으로 급증함.

○ 부분예산모형에서 추정된 피해액을 노지 봄감자 생산액과 비교한 것이 아래

<표 11>이며, 씨감자 감염에 따른 생산액 대비 피해액의 손실 비중은

0.0025에서 5.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추정 피해수량

(톤)
농가 총 비용
(백만원)

농가 총 편익
(백만원)

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1 3,611.76 6,845.58 1,593.53 -5,252.58

2 18,058.78 34,222.55 7,969.70 -26,252.55

3 36,117.56 68,460.82 15,939.40 -52,521.82

4 72,235.13 136,920.64 29,753.75 -107,167.64

표 10. 감자걀쭉병 부분예산모형에 따른 농가 직접 피해액

시나리오 (A)총 감자 생산액 (백만원)
(B)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B)/(A)

피해액/생산액(%)

1 777,178.92 5,252.58 0.0025

2 777,178.92 26,252.55 1.28

3 777,178.92 52,521.82 2.56

4 777,178.92 107,167.64 5.40

표 11. 시나리오별 생산액 대비 피해액

4.1.3. 간접피해 – 부분균형모형

○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시장 가격 변동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킴.

○ 작물별 수요·공급 곡선을 구축하여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초

래하는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사회후생 감소분을 계측하여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로 정의함.

○ 감자걀쭉병 발생의 사회후생손실분 계측을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함수는 아

래 식 (3) ∼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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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       식 (3)

공급함수,      식 (4)

○ 아래 <표 12>를 통하여 사회적후생손실분은 씨감자 민간 유통량 증가에 따

라 17,850 백만원에서 334,393 백만원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생산액 대

비 사회적후생손실분의 비중은 최대 61.92%임.

2012년
시나리오

1 2 3 4

균 형 량(  ) (톤) 543,805 - - - -

균형가격(  ) (원/kg) 993 - - - -

감 소 분 (톤) - 3,611.76 18,058.78 36,117.56 72235,13

재균형량( ′) (톤) - 540,193.24 525,746.22 507,687.44 471,569.87

재 균형가격
(원)

max - 1,005.51 1,055.57 1,118.15 1,243.29

m in - 972.58 890.91 788.82 584.63

사회적후생손실분 (백만원) - 17,849.61 88,058.62 173,143.60 334,392.64

사회적후생손실분/생산액(%) - 3.30 16.30 32.06 61.92

표 12. 감자걀쭉병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4.2. 미국선녀벌레

4.2.1. 단감 피해수량

미국선녀벌레단감피해수량 = 미국선녀벌레발생면적 ×단감생산성

                             ×미국선녀벌레과실피해율 ×선별률      식 (5)

○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단감 피해수량 분석의 경우 단감 피해율 관련 선

행연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율 자체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침.

 이흥수 외(2012)는 2010년과 2011년 경남 지역에서 미국선녀벌레의 출현으

로 단감 생산성이 감소함을 밝혔으며, 안동환 외(2015)에서는 2009년 대비

감소한 생산성을 근거로 피해율을 추정함.

○ 더욱이 구축 가능한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 자료는 단감 과수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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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서의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농경지 면적 또한 과수원에서의 발생면적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과대 추정의 우려가 존재함.

○ 위 식 (5)에서 선별률이란 그을음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20%, 50%,

80% 등 시나리오 적용하여 그을음병 발생의 피해 정도를 수량화하였음.

시나리오 발생면적(ha) 피해율(%) 선별률(%) 피해 수량(톤)

1 1,030.1 5.27 80 470.10

2 1,030.1 5.27 50 293.81

3 1,030.1 5.27 20 117.53

표 13. 선별률 시나리오에 따른 단감 미국선녀벌레 전국 피해수량

자료 : 안동환 외(2015)

4.2.2. 부분예산모형

○ 미국선녀벌레 분석의 경우 그을음병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축되었으며,

그을음병이 20%에 달할 경우의 농가 직접 피해는 21,003 백만원으로서 총

단감 생산액의 6.28%를 차지함. 이 수치는 그을음병 80% 적용 시, 단감 농

가 순 피해액 21,556 백만원,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6.45%를 기록함.

 위와 같은 결과는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피

해액 수준 계측에 있어서 그을음병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줌.

시나리오
추정

피해수량(톤)
농가 총 비용(백만원)

농가 총
편익(백만원)

농가 직접
피해액(백만원)

1 470.10 21,722.32 166.42 - 21,555.90

2 293.81 21,383.32 104.01 - 21,279.31

3 117.53 21,044.32 41.60 - 21,002.71

표 14. 시나리오별 농가 직접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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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A)총 단감 생산액

(백만원)
(B)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B)/(A)

피해액/생산액(%)

1 334,244.32 - 21,555.90 6.45%

2 334,244.32 - 21,279.31 6.37%

3 334,244.32 - 21,002.71 6.28%

표 15. 시나리오별 생산액 대비 피해액

4.2.3. 간접피해 – 부분균형모형

○ 사회후생손실분 계측에 사용된 수요·공급 함수는 아래 식 (6) ∼ (7)과 같음.

수요함수,       식 (6)

공급함수,      식 (7)

○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그을음병으로 인한 선별률이 가장 낮은 단계인 시나

리오 3의 경우 사회후생손실분 1,614 백만원이며, 이는 단감 생산액의 0.48%

에 해당됨.

2012년
시나리오

1 2 3

균 형 량(  ) (톤) 173,814 - - -

균형가격(  ) (원/kg) 2,653 - - -

감 소 분 (톤) - 470.10 293.81 117.53

재균형량( ′) (톤) - 173,343.90 173,520.19 173,696.48

재 균형가격
(원)

m ax - 2,669.65 2,663.41 2,657.16

m in - 2,632.50 2,640.19 2,647.87

사회적후생손실분 (백만원) - 6,448.98 4,032.66 1,613.88

사회적후생손실분/생산액(%) - 1.93 1.21 0.48

표 16.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 선별률이 극단적인 경우(80%)를 가정한 시나리오 1에서는 사회적후생손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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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백만원, 생산액 대비 1.93%의 비중을 기록하여 부분예산모형 결과에

비해 그을음병 상승에 따른 한계피해 증가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즉, 미국선녀벌레의 경우 농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사

회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4.3. 꽃매미

4.3.1. 피해수량

○ 꽃매미 발생으로 인한 포도피해수량 계측식은 아래 식 (8)과 같으며, 이는 미

국선녀벌레 피해수준 계측식과 유사함.

 꽃매미의 경우에도 미국선녀벌레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과실피해 보다는

그을음병과 같은 2차적인 감염을 통한 상품성 하락이 피해의 주된 원인이

기 때문에 미국선녀벌레의 피해수량 공식과 유사함.

○ 꽃매미 과실피해율의 경우 2009년 꽃매미 전국 발생면적(ha)에서 차지하는

피해면적(ha)의 비율로서 계측됨. 그밖에 선별률 지표는 미국선녀벌레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20%, 50%, 80%로 설정하여 그을음병의 효과를 수량화함.

꽃매미포도피해수량 = 꽃매미발생면적 ×포도생산성

                       ×꽃매미과실피해율 ×선별률                 식 (8)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정 방법 피해수량(톤)

1 그을음병으로 인한 선별률 80% 4,195.97

2 그을음병으로 인한 선별률 50% 2,622.48

3 그을음병으로 인한 선별률 20% 1,048.99

표 17. 꽃매미 그을음병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피해수량

4.3.2. 직접피해 – 부분예산모형

○ 아래 <표 18>과 <표 19>는 꽃매미 발생에 따른 농가 직접 피해액 및 이에

대응하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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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음병 진행 수준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으며, 그을음병 수준이 가장 낮은

20%일 경우, 포도 농가 직접피해액은 24,266 백만원, 생산액 대비 2.15를 기

록하였음. 그을음병이 최대치인 80%를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직접피해액

33,417 백만원, 생산액 비중 2.96으로서 미국선녀벌레와 같이 그을음병 증가

가 꽃매미 피해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시나리오
추정 피해수량

(톤)
농가 총 비용
(백만원)

농가 총 편익
(백만원)

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1 4,195.97 36,379.47 2,962.36 -33,417.12

2 2,622.48 30,692.88 1,851.47 -28,841.41

3 1,048.99 25,006.29 740.59 -24,265.71

표 18. 시나리오별 농가 직접 피해액

시나리오 (A)총 포도 생산액 (백만원) (B)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B)/(A)

피해액/생산액(%)

1 1,128,343.02 -33,417.12 2.96

2 1,128,343.02 -28,841.41 2.56

3 1,128,343.02 -24,265.71 2.15

표 19. 시나리오별 생산액 대비 피해액

4.3.3. 간접피해 – 부분균형모형

○ 아래 식 (9)와 (10)은 사회후생손실분 계측에 활용된 수요·공급 함수임.

수요함수,       식 (9)

공급함수,      식 (10)

○ 그을음병의 정도가 가장 낮게 설정된 시나리오 3의 경우 사회적후생손실분

24,615 백만원, 생산액 대비 비중 2.18%로 계측되었으며, 이 수치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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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97,902 백만원, 8.68%로 상승함.

2012년
시나리오

1 2 3

균 형 량(  ) (톤) 277,917 - - -

균형가격(  ) (원/kg) 4,060 - - -

감 소 분 (톤) - 4,196 2,622 1,049

재균형량( ′) (톤) - 273,721 275,295 276,868

재 균형가격
(원)

max - 4,259.67 4,184.80 4,109.93

m in - 3,879.71 3,947.32 4,014.93

사회적후생손실분 (백만원) - 97,902.16 61,363.40 24,615.18

사회적후생손실분/생산액(%) - 8.68 5.44 2.18

표 20.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4.4. 화상병

4.4.1. 배 피해수량

○ 화상병은 지난해(2015년) 경기 안성 및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배와 사과 과수원에서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발생 지역은 배 과수원이었음.

○ 따라서 화상병 발생에 따른 배 피해수량은 다음의 식 (11)과 같이 산출됨. 미

국선녀벌레 혹은 꽃매미의 경우 해충 발생면적 중 과실 피해율을 감안하여

피해수량을 산출하였으나 화상병의 경우 감염 확인 면적은 모두 폐원조치하

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율 수치를 고려하지 않음.

 식 (11)에서 사용된 화상별 발생면적 자료는 단순히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

면적 뿐만이 아니라 인근 100m이내에 위치한 과수원의 면적, 즉, 폐원 조

치가 행해진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임.

○ 화상병 발생지역의 모든 나무는 매몰 혹은 폐원조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

병해충과 같이 선별률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고 발생면적 시나리오를 적용

함. 따라서 2015년 실질적인 발생면적 57.1ha를 기준으로 0.5배(28.55ha) 및

1.5배(85.65ha)한 발생면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발생면적 변화에 따른 피해

변화분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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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배피해수량 = 화상병발생면적시나리오×배생산성  식 (11)

구분 발생면적(ha) 배 생산성(kg/ha) 피해수량(톤)

1 28.55 20,540 586.42
2 57.1 20,540 1,172.83
3 85.65 20,540 1,759.25

표 21. 화상병 발생에 따른 전국 배 피해수량

4.4.2. 직접피해 – 부분예산모형

○ 아래 <표 22>와 <표 23>는 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 직접 피해 수준과 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화상병 청정국 지위의 확보는 배 수출여부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사회전반에

미치는 피해 수준은 아래 <표 22>에 언급된 직접적인 피해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집계된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 수치에 근거한 시나리오 2의

결과를 보면, 이로 인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5,356 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출됨.

 또한 피해수준의 0.5배, 1.5배를 가정한 시나리오 1과 3의 경우 각각 4,693

백만원, 6,019 백만원 수준의 피해가 계측되어 화상병 발생 수준 변화에 따

라 최대 1,326 백만원의 피해액 차이가 나타남.

○ 하지만 위와 같은 직접 피해액이 배 생산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9

미만으로서 다른 분석 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 이는

부분예산모형이 피해 농가만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농가폐원으로 인한 정부로부터의 총 보상금 85.65 억원과 피해

농원에서 향후 5년간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점 등은 본 분석방법에

포함되지 않음.

○ 이와 같은 분석의 한계는 추가적인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예산모형

의 적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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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추정 피해수량

(톤)
농가 총 비용
(백만원)

농가 총 편익
(백만원)

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1 586.42 5,321.29 628.33 -4,692.96

2 1,172.83 6,612.58 1,256.66 -5,355.92

3 1,759.25 7,903.87 1,884.98 -6,018.89

표 22. 시나리오별 농가 직접 피해액

시나리오 (A)총 배 생산액 (백만원) (B)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B)/(A)

피해액/생산액(%)

1 766134.92 -4,692.96 0.61

2 766134.92 -5,355.92 0.70

3 766134.92 -6,018.89 0.79

표 23. 시나리오별 생산액 대비 피해액

4.4.3. 간접피해 – 부분균형모형

○ 화상병 발생에 따른 사회후생손실분 계측을 위해 구축한 수요 및 공급함수는

아래 식 (12) ∼ (13)과 같음.

수요함수,       식 (12)

공급함수,      식 (13)

○ 2015년 화상병 실제 발생면적을 근거로 산출한 시나리오 2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후생손실분 16,438 백만원, 생산액 대비 비중 2.15로 계측됨. 이는 화

상병 발생에 따른 수량감소가 가격을 시장의 균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초래하는 사회적후생손실분이 농가 직접 피해수준보다 월등히 높음을 의미

함.

○ 이와 같은 효과는 2015년 실제 화상병 발생면적을 1.5배하여 구성한 극단적

인 시나리오 3에서 더욱 두드러짐. 이의 경우 사회적 후생손실분 24,629 백

만원, 생산액 대비 비중 3.21로 계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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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나리오

1 2 3

균 형 량(  ) (톤) 26,141,258 - - -

균형가격(  ) (원/kg) 2,930.75 - - -

감 소 분 (톤) - 586.417 1,172.834 1,759.251

재균형량( ′) (톤) - 260,826.163 260,239.746 259,653.3

재 균형가격
(원)

max - 2,942.924891 2,955.099782 2,967.274673

m in - 2,911.413408 2,892.076817 2,872.740225

사회적후생손실분 (백만원) - 8,228.26 16,438.04 24,629.34

사회적후생손실분/생산액(%) - 1.07 2.15 3.21

표 24. 화상병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4.5. 화상병-사과

4.5.1. 사과 피해수량

○ 2015년 경기 안성 및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화상병은 주로 배에 피해

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과 또한 화상병의 주요 피해 작물로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화상병이 사과에 미치는 잠재적인 피해 수준을 가정하여 사과의 경우

에도 화상병 피해 수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 사과에 발생하는 화상병의 경우에도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 및 인근 100m이

내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을 폐원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선별률 파라

메타를 적용하지 않음.

○ 하지만 사과 화상병의 경우에는 과거에 발생한 기록이 미미하기 때문에 배에

발생한 화상병 발생면적을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 비율에 적용하여 사과 화

상병 발생면적을 추정하였음.

○ 비례식으로부터 도출된 2015년 실질적인 발생면적 96.9ha를 기준으로 0.5배

(48.46ha) 및 1.5배(145.38ha)한 발생면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아래 식 (14)

과 같이 발생면적 변화에 따른 피해 변화분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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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사과피해수량 = 화상병발생면적시나리오×사과생산성 식 (14)

구분 발생면적(ha) 사과 생산성(kg/ha) 피해수량(톤)

1 48.46 16,210 785.54
2 96.9 16,210 1,570.75
3 145.38 16,210 2,356.61

표 25. 화상병 발생에 따른 전국 사과 피해수량

4.5.2. 직접피해 – 부분예산모형

○ 아래 <표 26>과 <표 27>은 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 직접 피해 수준과 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시나리오
추정 피해수량

(톤)
농가 총 비용
(백만원)

농가 총 편익
(백만원)

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1 785.54 8,959.65 814.37 -8,145.28

2 1,570.75 11,078.15 1,628.40 -9,449.75

3 2,356.61 13,198.40 2,443.11 -10,755.29

표 26. 시나리오별 농가 직접 피해액

시나리오 (A)총 사과 생산액 (백만원) (B)농가 직접 피해액 (백만원)
(B)/(A)

피해액/생산액(%)

1 1,158,556.73 -8,145.28 0.70

2 1,158,556.73 -9,449.75 0.82

3 1,158,556.73 -10,755.29 0.93

표 27. 시나리오별 생산액 대비 피해액

○ 2015년 집계된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배 피해면적 수치에 근거하여 추정된

시나리오 2의 결과를 보면, 이로 인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9,450 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출됨.

○ 또한 피해수준의 0.5배, 1.5배를 가정한 시나리오 1과 3의 경우 각각 8,145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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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0,755 백만원 수준의 피해가 계측되어 화상병 발생 수준 변화에 따라

최대 2,610 백만원의 피해액 차이가 나타남.

○ 하지만 위와 같은 직접 피해액은 농가폐원에 따른 정부보상금 및 폐원 이후

일정기간 동안 영농활동이 어려운 점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며, 따라서 피해 수준을 상향 조정한 시나리오3에서 조차 사과 생산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 직접 피해액의 비중이 0.93% 미만임을 알 수 있음.

○ 화상병 배의 직접 피해 추정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석의 한계는 추가적

인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예산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4.5.3. 간접피해 – 부분균형모형

○ 화상병 발생에 따른 사회후생손실분 계측을 위해 구축한 수요 및 공급함수는

아래 식 (15) ∼ (16)과 같음.

수요함수,       식 (15)

공급함수,      식 (16)

○ 2015년 화상병 배 발생면적을 근거로 추정된 사과 발생면적의 시나리오 2 결

과를 보면, 사회적후생손실분 25,685 백만원, 생산액 대비 비중 2.22로 계측

됨. 이는 화상병 발생에 따른 수량감소가 가격을 시장의 균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초래하는 사회적후생손실분이 농가 직접 피해수준보다 월등히 높

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효과는 2015년 실제 화상병 발생면적을 1.5배하여 구성한 극단적

인 시나리오 3에서 더욱 두드러짐. 이의 경우 사회적 후생손실분 38,492 백

만원, 생산액 대비 비중 3.32로 계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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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나리오

1 2 3

균 형 량(  ) (톤) 350,168.42 - - -

균형가격(  ) (원/kg) 3,308.57 - - -

감 소 분 (톤) - 785.54 1,570.75 2,356.61

재균형량( ′) (톤) - 349,382.88 348,597.67 347,811.8

재 균형가격
(원)

max - 3,322.84 3,337.11 3,351.39

m in - 3,286.08 3,263.60 3,241.10

사회적후생손실분 (백만원) - 12,859.46 25,684.66 38,491.59

사회적후생손실분/생산액(%) - 1.11 2.22 3.32

표 28. 화상병 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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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수입식물 검역 및 식물 병해충 지정유해동식물 현황

1. 수입식물검역의 체계와 현황

○ 식물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식물검역은 해외로 부터 병

해충의 유입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지품목, 수입검사 대상품

목, 수입검사 대상외품목의 세 가지로 분류됨.

○ 수입금지품목14)에 해당되는 경우는 폐기처분되며, 식물의 병해충이 부착할

가능성이 없는 목재제, 차（茶）등과 같은 식물 가공품과 식물의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곤충, 미생물, 곤충표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식물의 경우 종류, 부위, 용도, 관련 검역 유해동식물, 가공 정도에 따른 리스

크가 상이하기 때문에 ①종묘 ②절화 ③청과물 ④곡류・두류등 ⑤목재・목
재포장재로 분류하여 검사방법 및 조치를 달리하고 있음. 또한, 수송방법이

리스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①화물 ②휴대품 ③우편물 ④기타로 구분하

여 검사절차 및 취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수입식물검사는 해항이나 공항의 식물방역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

시하며 해항의 경우는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일정장소, 공항은 공항내 정

해진 검사장에서 검사함. 또한, 수입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입 된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의 수입 금지품 해당여부, 신청 내용의 확인, 수출국 식물검역증

명서의 첨부여부, 증명서 필요사항 기재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검

사수량 (추출량)은 품목과 수입 물량별로 정해져 있음. 수입검사의 실시 결

과, 식물검역대상이 되는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입하게 되며, 검역병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폐기되거나, 소독·선별 조치 후 수입이 가능함. 또한

14) 만일 침입, 만연 할 경우, 일본의 농업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높은 병해충이고, 이에
대한 적확한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기주식물을 농림수산성 명령으로 지정하
여, 발생지로 부터 기주식 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수입식물검역에서 수입금
지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라도, 수출국에서 식물방역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검역유해동식물의
완전 살충・살균기술이 확립되어, 검역유해동식물이 일본에 침입할 염려가 없음을 수출국과 일본사
이에 기술적으로 확인된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일정 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수
입이 허가 되는 식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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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시의 검사로 검출이 어려운 병해충이 잠복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은 국내 포장에서 격리시켜 일정기간 동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자료 : 전국식물검역협회(2011),『일본의식물검역』, p31

그림 1. 수입식물검역의 관리체계

1.2. 격리재배

○ 식물검역에서 유해 병해충은 종류에 따라 식물 생육 중에 검사하는 방법 이

외에 검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재배용 모종이나 과수묘목, 서

류, 구근류 등의 종묘는 수입시점의 육안검사만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바이러

스 등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포장(밭, 과수원등)에 직접 재

식되어 장기간 재배되기 때문에 병해균 침입의 위험성도 높음. 따라서 수입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 식물과 격리시킨 포장에서

재배하여 잠복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1) 격리재배 대상식물

○ 재배용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구근, 종묘, 수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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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는 수입 후 재배되지 않은 채로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재배

명령에 따라 격리포장으로 지정된 포장이나 식물검역소의 격리포장에서 격

리재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15) 식용인 경우라도 재배용으로 제공,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됨. 다만, 감자칩으로 가공한다

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감자에 대해 재배용으로 제공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격리재배가 면제됨. 같은 원리로 적아(摘芽)하

여 발아가 불가능 한 사탕수수와 같이 재배용으로 제공이 불가능 한 식물은

격리재배의 대상에서 제외됨.

○ 종묘생산자(종묘상) 이외의 자가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구근류(100구미만의

경우는 제외) 및 파인애플(20주 미만의 경우 제외)에 대해서도 격리재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격리재배의 대상식물에는 ① 딸기, 감귤, 밤, 호두, 사과, 배, 포도 등 과

수류의 묘목,　② 파인애플의 종묘, ③ 감자의 괴경과 고구마의 괴근, ④ 사

탕수수의 생경엽 및 지하부, ⑤ 백합, 튤립, 히아신스, 후리지아 등 구근류

등이 지정되어 있음.

2) 격리재배 제외대상 식물

○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칠레, 남아프리카,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구근

류 중, 각국의 검사 기관이 일본과 합의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일

본에서의 격리 재배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음. 이를 격리검역대체제도 라고

하며, 적용대상품목 및 품종에 대해 현지에서 양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실

시하였음을 명시한 검사증명서(식물검역증명서)가 발행됨.

○ 격리재배대체제도 조치는 해당 지역의 국가 식물검역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인정하는 공적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와 검정에 합격하고, 수확 후 수출될

때까지 검역 당국의 감독하에 보관 및 관리 되어진 식물에 한정 됨. 또한,

수출국에서 수출국 식물 검역기관이 재배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시 일본의

식물방역관이 참여하고, 특수한 용기에 식물을 봉입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음.

15) 식물방역법 제2장 제8조 제7항(2014년5월22일 개정),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5조～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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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격리재배대체제도의 적용 대상품목에는 네덜란드산 아이리스，아마릴

리스，튤립, 히아신스, 베고니아, 백합 등 12종류를 비롯하여 뉴질랜드와 벨

기, 칠레 등의 튤립과 백합구근이 해당됨. 여기에 2014년 5월부터 프랑스의

백합구근 (검역당국이 지정한 품종)이 추가되었음.

3) 격리재배 포장의 현황

○ 격리재배포장은 식물방역소의 격리포장(국가관리)과 식물방역소장이 격리포

장으로 지정한 민간포장이 있음.

○ 현재(2014년10월 기준) 국가관리 포장은 요코하마 본소 관할의 츠쿠바つく

ば）포장, 나고야의 코요(港陽）포장, 코베의 이가와타니伊川谷）포장, 나하

의 토요미시로(豊見城) 포장과 삿포로지소 관할의 삿포로札幌）포장으로 전

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 중 츠쿠바와 이가와타니, 삿포로 포장에는 상

주직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２개소는 관할 식물검역소의 직

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격리 포장의 면적과 관리 인원으

로 연간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식물방역소의 격리포장에서는 접종검정, 접목검정, 전자현미경 관찰, 항혈청

진단, 유전자진단 등 고도의 검정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화훼구근

류의 경우는 검사대상의 양이 많아 넓은 면적이 요구되며, 주로 병미(病微)

네덜란드

1. 아이리스속, 아마릴리스속 및 히페아스트롬속 주1)

튤립속, 후리지아속 및 백합속의 구근과 히아신스 구근 주2)

2. 아리움, 글라디올러스속, 크로커스속, 달리아속 및 히아신스의 구근 주3)

3. 종자로 번식되는 구근 베고니아(Begonia × tuberhybrida) 중,
채종 후 1 작기에 수확되는 것

칠레 백합 구근 주3)

뉴질랜드 튤립 및 백합 구근 주3)

벨기에
1. 백합 구근 주3)

2. 종자로 번식되는 구근 베고니아(Begonia × tuberhybrida) 중,
채종 후 1작기에 수확되는 것

남아프리카 아마릴리스속 및 히페아스트롬속의 구근 주2)

프랑스 백합 구근 주3)

자료 : 격리재배운용표준(http://www.pps.go.jp/law_active/Notification/basis/8/51/html/51.html)
주 : 1) 검역당국이 지정한 용기에 봉입된 것 포함.

2) 검역당국이 지정한 용기에 봉입된 것.
3) 검역당국이 지정한 품종.

표 1. 격리재배대체제도의 적용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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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의 검사방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격리재배지 요건을 갖춘 식물 방역소

이외 민간 격리포장 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식물방역소가 지정한 민간포장이 관할 주체별로 전국에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야마나시(山梨), 홋카이도(北海道), 니가타(新潟), 이바라키(茨城), 치바(千

葉), 나가노(長野), 미에(三重), 토야마(富山), 시즈오카(静岡), 시마네(島根),

에히메(愛媛), 코치(高知), 미야자키(宮崎), 카고시마(鹿児島)(2)

○ 민간관리포장은 수입되기 전 단계에서 식물검역관이 격리재배지로서 적합하

다고 인정한 포장을 말하며, 대부분이 종묘회사의 시험포장으로 주로 화훼

구근류 등의 격리재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가관리포장에서는 주로 과수

묘목의 격리재배 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4) 격리재배 검사방법

○ 국가관리포장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수묘목류등의 격리검역

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근류 등과 같이 수입량이 대량으로 넓은 면적을 요구

하는 경우는 민간의 지정된 포장에서 격리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과

수묘목류의 경우, 수입업자와 식물검역소가 수입량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음.

○ 국가포장에서 관리하는 과수묘목류의 경우는 수시로 목시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포장에서 관리하는 구근류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년

1회 (필요에 따라 샘플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주로 잎의 증상을 확인

하는 목시검사를 바이러스의 발현이 잘 되는 개화기에 실시하고 있음.

5) 격리재배검사로 경계하고 있는 병해충

○ 현재 일본에서 격리재배에서 경계하고 있는 주요 병해충에는 감귤그린병, 자

두 수포바이러스병 병원 바이러스(Plum pox virus (PPV)),　Citrus cachexia

disease, 포도황화병(Flavescence dorée), 피어스병(Pierce's disease), 블루베

리 스코치 바이러스(Blueberry scorch virus),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등이 있음.

○ 2015년 격리재배검사를 통해 발견된 바이러스와 세균 등 병해충은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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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입된 수선화속 구근에서 213회로 발견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

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수입된 포도속이 20회로 발견 건수가 많았

음. 이외에도 네덜란드에서 수입 된 튤립속, 후리지아,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수입된 산딸기속 종묘 등에서 발견되었음.

1.3. 수입식물검역 실적 현황

○ 수입식물검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3만건 정도의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35,762건으로 전년도의 344,19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관할

방역소별 실적은 요코하마와 고베가 30∼35%를 차지하며 전체 검사 실적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의 수입식물검역 전체실적을 살펴보면, 개수 기준의 실적은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30억

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중량단위 기준의 실적 역시 2005년 이후

감소를 나타내며 2015년 현재 300억kg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품목별 단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채식용식물 개 285,529 384,174,445 249,562 408,292,144 202,936 455,006,895 242,686 410,995,549

채식용구근류 개 41,745 545,389,637 33,330 446,246,391 31,867 433,486,846 34,587 471,610,282

채식용종자 kg 37,821 22,954,774 45,544 22,868,928 26,814 23,660,645 40,724 23,231,382

절화 개 101,065 2,020,354,749 108,667 2,263,415,253 100,959 2,073,155,979 102,588 2,156,846,857

신선과일 kg 61,325 1,811,486,957 53,957 1,792,240,984 47,262 1,580,992,463 53,243 1,738,574,387

야채 kg 124,067 1,257,382,562 92,007 907,171,209 93,684 909,566,543 97,662 945,764,689

곡류 kg 21,255 26,980,006,115 16,920 26,431,277,441 15,663 23,545,027,481 17,574 25,564,794,962

두류 kg 21,073 4,527,346,943 15,475 3,688,953,735 14,910 3,523,470,365 15,973 3,726,048,596

향신료등 kg 41,658 675,304,552 34,724 679,301,148 34,033 703,480,229 36,019 685,195,926

육류,비료등 kg 55,319 8,506,195,596 52,237 8,605,861,690 46,468 8,480,573,897 51,477 6,092,285

목재 ㎥ 9,641 10,677,878 3,707 4,733,389 2,887 3,434,369 5,168 67,880

기타
kg 50 530 52 40,524 37 512 67 598

두 44 1,877 7 146 6 765 13 299,475

자루 2,413 346,108 2,708 290,172 3,830 272,579 2,810 3,039,452

합계

개 428,339 2,949,918,831 391,559 3,117,953,788 335,762 2,961,649,720 379,861 688

kg 362,518 43,780,677,499 310,864 42,127,675,135 278,834 38,766,771,623 312,673 41,113,968,838

㎥ 9,641 10,677,878 3,707 4,733,389 2,887 3,434,369 5,168 6,092,285

자루 2,413 346,108 2,708 290,172 3,830 272,579 2,810 299,475

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2005년, 2010년, 2015년
주 : 연평균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평균이며, 여백 관계상 표에서는 격년도로 나타냄.

표 2. 품목별 수입검역 실적(200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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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입식물검역합계 화 물 휴 대 우 편

건수 수량 건수비율 수량비율 건수비율 수량비율 건수비율 수량비율
재식용식물 228,608 455,543,288 88.8 99.9 4.5 0.1 6.7 0.0

재식용구근류 34,406 433,533,865 92.6 100.0 3.3 0.0 4.1 0.0

재식용종자 82,107 23,746,772 32.7 99.6 11.8 0.0 55.5 0.3

절화 128,542 2,073,429,660 78.5 100.0 21.4 0.0 0.1 0.0

신선과일 126,939 1,581,165,853 37.2 100.0 61.4 0.0 1.4 0.0

야채 207,298 910,387,251 45.2 99.9 53.0 0.1 1.8 0.0

곡류 31,678 23,545,208,119 49.4 100.0 44.4 0.0 6.1 0.0

두류 34,557 3,523,505,085 43.1 100.0 45.9 0.0 11.0 0.0

향신료등 105,506 703,616,794 32.3 100.0 41.9 0.0 25.9 0.0

육류,비료등 71,456 8,480,612,295 65.0 100.0 4.6 0.0 30.4 0.0

목재 2,903 3,434,430 99.4 100.0 0.1 0.0 0.4 0.0
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2015년
주 : 연평균은 화물의 경우 검사 실적을 나타냄.

표 3. 품목별 수입경로별 검역 실적(2015년)

○ 품목별로 지난 10년간 검사 실적 동향을 살펴보면, 목재 곡류 두류 재식용

종자 유류·비료 향신료 등을 중심으로 수입검역 실적은(건수와 검사량) 전체

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각년도

그림 2. 품목별 수입검역실적 추이-건수 기준(200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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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각년도

그림 3. 품목별 수입검역실적 추이-중량 기준(2005∼2015년)

1) 종묘 

○ 종묘, 묘종, 수목, 구근, 종자 등의 종묘류는 수입된 후 일본의 포장에서 재배

되기 때문에 병해충이 잠복해 있을 경우 번식하여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엄격한 검역이 요구됨. 따라서 종묘류는 다른 형태의 식물에 비해 수입

금지품목이 많으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재배기간 중 수출국 검역기관의 검

사를 받아, 특정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한 추기(追記)가

필요함. 또한 일부 품목 및 품종에 따라 격리재배가 필요한 것도 있음.

종묘 검사 대상 검역유해동식물

1. 화초, 야채, 수목, 목초, 특용
작물등의 종자

체별검사
Khapra beetle, callosob ruchus
rhodensianus 등

병징, 표징검사 맥각, 균핵, 깜부기균 등
2. 과수, 삼림식물, 관상용식물
등 묘목류 (부분접수등 포함)

병징, 표징검사
cacoecimorpha pronubana,
Elsince fawcettii 등

3. 글라올러스, 수선, 달리아, 튤
립, 백합, 쪽파 등 구근류

병징, 표징검사
Phenacoccus avenae, 백합탄소
병균 등

4. 카사바, 고구마등 괴근, 토란,
감자, 참마등 괴경 등 서류

병징, 표징검사
Melanotus legatus, 고구마덩굴
쪼김병균 등

표 4. 종묘의 수입식물검역 1차 검사 방법

자료 : 수입종묘검역요령(2014年8月24日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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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수입항등에서 실시되는 1차 검사와 식물검역소에서 실시되는 2차 검

사의 2단계 체계를 취하고 있음. 1차 검사는 입항지마다 정해진 수량을 추출

하여 육안이나 돋보기 검사를 실시하며 2차 검사는 1차검사에서 추출한 검

체에서 일정량을 채취하여 X선 검사나 현미경 검사, 유전자 검사등 정밀검

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3년에 실시한 재식용 수입식물검역의 품목별 불합격율은 과수묘목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용혈수와 피닉스 등 수목류가 2.7%, 재식용수목(느티

나무, 단풍나무) 3.9%, 기타(잔디) 2.8%, 과수(복숭아, 망고) 종자가 2.4%로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그 외 다른 재식용 식물과 구근류, 종

자류에서 검출되는 병해충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절화, 과일, 야채

구 분 단위
검 사 소 득 불 합 격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소득율 건수 수량 불합격률

재식용

식물

화 초
(난, 선인장) 개 200,894 353,037,613 1,446 2,708,227 1% 879 757,643 0.4%

수 목
(용혈수, 피닉스) 개 1,667 50,866,861 514 1,662,394 3% 445 456,319 2.7%

과 수
(사과, 감) 개 296 131,589 29 1,943 10% 25 37,201 8.4%

야 채
(양상추,화란딸기) 개 413 6,074,244 10 100,890 2% 0 0 0.0%

기타
(삼나무류, 이끼류) 개 5,040 31,700,900 29 20,423 1% 28 9,377 0.6%

소 계 개 223,210 441,811,216 2,028 4,493,877 1% 1,377 1,260,540 0.6%

재식용

구근류

화 초
(백합, 튤립) 개 32,640 386,619,467 8 138,006 0% 580 569,188 1.8%

야채·기타
(양파, 마늘) 개 96 50,089,038 12 12,120,910 13% 0 0 0.0%

소 계 개 32,736 436,708,505 20 1,258,916 0% 580 569,188 1.8%

재식용

종자

화 초
(팬지, 코스모스) kg 9,912 222,961 1 4 0% 32 401 0.3%

수목
(느티나무,단풍나무) kg 286 60,640 0 0 0% 11 109 3.9%

과 수
(복숭아,망고) kg 42 3,370 0 0 0% 1 1 2.4%

야 채
(양매추, 무) kg 16,454 5,660,702 16 3,279 0% 231 5,332 1.4%

일반·특용작물
(옥수수,담배) kg 10,912 1,837,139 4 24 0% 61 1,903 0.6%

사료·녹비작물
(라이글래스,김의털) kg 1,368 15,432,836 0 0 0% 20 89,593 1.5%

기 타
(잔 디) kg 283 738,462 3 20,900 1% 8 23,326 2.8%

소 계 kg 39,256 23,956,110 23 24,207 0% 364 120,666 0.9%

표 5. 재식용 수입식물검역 실적(2013년)

자료 : 식물방역소(2013),「2013년도 식물검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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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절화 과일 야채는 일정량을

추출하여 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검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절화

의 경우 흰종이 위에 한 다발을 흔들거나 두들겨 부착된 병해충을 떨어트려

확인하고 있으며, 과일과 야채는 일부를 꺼내어 검사대에서 절단하여 육안이

나 돋보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음. 절화는 재배 도중에 절단되

어 신선한 상태로 포장 출하된 후 항공기로 수송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이 부착된 상태일 경우, 일본에 도착하여 활성화 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임. 과일과 야채의 경우에도 병해충이 식물속 깊

이 들어가 있거나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수입검사시 일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3) 곡류

○ 맥류, 옥수수, 대두 등 곡류에서 발견되는 병해충은 주로 이미 일본에서 널리

분포하는 일반적인 해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검역유해동물에 해당됨. 다

만, 일부 특정 품목에서 일본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나방류, 바구미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대량의 컨테이너에 담은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창고의 내벽과 곡류 표면을 조사한 다음 일정량을 추출하여 체로 사

별(篩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1.4. 수출식물검역의 체계와 현황

○ 일본에서 수출되는 식물을 대상으로 수출상대국이 지정한 병해충의 부착 유

무의 확인, 바이러스 검사, 재배 기간 중의 재배지 검사, 그리고 상대국 기준

에 따른 소독 실시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절차로는 수출업자가 식물방역소에 검사 희망일, 수출상대국, 수출수량 등을

사전에 연락하면, 물방역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가 상대국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 된 식물에 대해 식물방역소가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음. 2008년 10월부터 전자신청 수속

이 가능하게 되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용이하게 되었음.

○ 수출식물검역은 전체 연간 평균적으로 6만여 건의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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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62만여건)의 10분의 1규모에 해당됨.

그림 4. 수출검역의 절차

○ 수출식물검역 현황을 살펴보면, 관할 방역소별 수출식물검역의 검사실적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심 품목에 대한 검사는 요코하마 관내에서 약

60%를 처리하고 있음. 이어 고베와 나고야 관내에서 약 20%(중량기준)로 세

관할 지역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출식물검역의 검사수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곡류임. 곡류

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17만여 톤의 검사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9년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가 최근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92,455만 톤의 검사가 실시되었음.

○ 곡류에 이어 검사 실적이 높은 품목이 유류 비료 등으로 약3만3천 톤, 신선

과일 2만2천 톤의 순임. 최근 난과 분재, 수목, 화초용 구근류의 수출 증가로

재식용 식물과 재식용 종자의 검역실적이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야

채와 신선과일의 경우 최근 해외에서 일식(和食)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농

산물의 수출 촉진 정책의 영향으로 농림수산물 수출물량의 증가로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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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2015년
주 : 품목 중「기타」항목은 복수의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상의 표시는 생략함.

그림 5. 수출식물검역의 품목별 검사건수–실적 기준(2005∼2015년)

자료 : 식물방역소,「식물검역통계」2015년

그림 6. 수출식물검역의 품목별 검사건수–중량 기준(2005∼2015년)

○ 최근 기후변동과 재배 체계와 방제 체계의 변화, 병해충의 약제저항성의 발

달, 바이러스 매개 해충의 대량 발생 등의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변화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유해동식물에 지정되지 않았던 병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문제시 되고 있음.

단위
수출검사 전체 요코하마 관내 고베 관내 나고야 관내 모지 관내 나하 관내
검사
건수

검 사
수 량

검사건수
비율

감사수량
비율

검사건수
비율

감사수량
비율

검사건수
비율

감사수량
비율

검사건수
비율

감사수량
비율

검사건수
비율

감사수량
비율

개 23,877 11,183,927 61.0 60.7 12.7 5.8 20.3 32.8 4.7 0.5 1.3 0.2

kg 61,604 317,112,811 55.7 57.4 6.6 20.1 31.6 18.1 4.7 4.3 1.4 0.1

㎥ 2,528 1,034,001 35.2 40.5 16.1 7.5 18.6 5.5 30.1 46.6 0.1 0.0

자루 1,841 62,761 14.3 44.1 7.0 7.4 78.7 48.5 0.0 0.0 0.0 0.0

표 6. 수출식물검역의 관할방역소별 실적비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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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물방역소(2013)「식물검역통계」각년도
주 : 연평균은 2005년부터2015년까지10년간의 평균이며, 여백 관계상 표에서는 격년도로 나타냄.

○ 구체적으로는 동일 계통의 농약을 연속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총제벌레류, 진

딧물류, 가루이류 등 미소해충의 약제저항성 발달로 인한 야채류의 피해, 멸

구가 매개하는 벼멸구매미충 바이러스에 의한 벼의 고사나 출수장애의 피해,

종래 시코쿠(四国), 큐슈(九州)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풀색노린재가 칸사

이(関西)남부에서도 발생하는 등 병해충의 분포지역 확대에 따른 수도작, 대

두, 야채, 과수 등 피해가 현저화 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예찰수법 검토위탁사

업」과「도도부현 독자 기준을 활용한 조사실시 기준의 작성」이 진행 된

결과, 29개의 작물과 90종류의 조사실시 기준이 작성되어 전국 일률적 수법

으로 조사가 가능한 병해충이 추가 되었으며, 이후 2015년 6월의 유식자 검

토회등을 거쳐 지정유해동식물이 개정되었음.

○ 2016년 8월 현재 지정유해동식물은 동물이 62종류, 식물이 49종류임. 조사 대

상 작물로는 벼, 맥류, 대두, 딸기, 시금치, 양배추, 무, 배추, 오이, 수박, 양상

추, 토마토, 가지, 감자, 피망, 양파, 파, 앵두, 감, 감귤, 키위, 배, 포도, 복숭

아, 사과, 사탕수수, 차, 사탕무, 국화의29종류가 있으며 해당 작물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을 지정하고 있음.

종류별 단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재배용식물 개 6,847 15,554,082 9,380 12,564,692 13,326 8,765,211 9,667 1,309,048

재식용종자 kg 19,643 2,416,641 786 1,455,919 3,399 719,888 1,304 1,067,391

재배용구근류 개 518 1,535,573 22,359 2,255,465 26,399 2,432,372 22,597 2,331,501

절화 개 890 394,395 955 225,781 1,907 434,299 1,170 341,066

신선과일 kg 4,718 20,085,441 7,175 22,104,321 8,111 23,177,790 6,705 22,144,153

야채 kg 8,823 9,072,088 11,171 6,043,202 10,406 6,862,527 10,191 9,379,327

곡류 kg 1,779 215,933,652 1,546 227,121,840 1,971 92,455,991 1,616 178,985,020

두류 kg 52 389,929 105 483,467 140 1,027,156 94 1,946,080

향신료 등 kg 1,391 13,899,451 3,011 11,712,974 2,332 5,330,452 2,149 9,261,895

육류, 비료등 kg 778 10,498,782 1,904 31,535,031 3,599 32,074,660 1,990 33,951,772

목재 ㎥ 1,055 63,853 1,317 235,421 2,511 571,138 1,531 273,089

표 7. 수출식물검역의 품목별 검사실적 (2005∼2015년)
단위 : 건, 개,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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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정유해동식물 <표 8>은 2016년 개정된 것으로 조사 대상 작물로는

사탕무가 추가 되었으며, 반면 기존의 토란, 당근, 자두, 비와는 제외되었음.

 또한 해당 작물의 해충 14가지가 삭제되고, 벼와 딸기, 오이, 사탕무 등 새

롭게 21가지의 해충이 추가 되었으며, 병해부분은 새롭게 20개가 추가 되

고 양파의 녹병이 삭제되었음.

표 8. 지정유해동식물 현황

자료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공표자료

작   물 병  해  충

벼
벼물바구미, 혹명나방, 흰등멸구,벼멸구,이화명나방,반점미노린재 류,Laodelphax striatella ,벼애나방,벼깜부기,
도열병/ 縞葉枯病, 벼키다리병,버크홀테리아 글라디올리,잎집무늬마름병,푸사리움이삭마름병

맥류 흰가루병,진딧물류

대두 吸実性노린재류

딸기 총채벌레,진딧물류,진드기류/ 흰가루병,탄저병,회색곰팡이병

시금치 진딧물류

양배추 진딧물류,균핵병/ 黒腐病

무 진딧물류

배추 진딧물류

오이 총채벌레류,진딧물류,가루이과/ 흰가루병, 갈반병,회색곰팡이병,노균병

수박 진딧물류

양상추 진딧물류/ 균핵병,회색곰팡이병

토마토 진딧물류,가루이류/ 역병,회색곰팡이병,잎곰팡이병

가지 총채벌래류,진딧물류, 점박이응애류/ 흰가루병, 회색곰팡이병

감자 진딧물류/ 역병

피망 진딧물류/ 흰가루병

양파 총채벌래류/ 흰색역병(Phytophthora porri ),노균병

파 총채벌래류,진딧물류/ 흑반병,녹병,노균병

앵두 점박이응애류/ Monilia fructicola

감 총채벌래류, 깍지벌래상과류,카키노헤타무시가,엽권충류/ 탄저병

감귤 진딧물류, 점박이응애/ 궤양병,흑점병,더뎅이병

키위 궤양병

배 진딧물류, 복숭아순나방류, 점박이응애류, 입권충류/ 흑성병,흑반병

포도 글로메렐라 신굴라타, 회색곰팡이병, 노균병

복숭아 복숭아순나방류, 점박이응애류/ Pseudomona syringae pv. syringae van Hall

사과 복숭아순나방류, 점박이응애류, 엽권충류/흑성병,반점낙역병

사탕수수 Cavelerius saccharivorus,마디충류

차 동백가는나방,점박이응애류,엽권충류/ 탄저병

사탕무 갈반병,서부위황병

국화 총채벌레병,진딧물류,흰색녹병

작물미지정 왕담배나방,파밤나방,담배거세미나방,도둑나방,배추좀나방,과수노린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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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입경제조사 대상 주요 병해충

2.1. 개미바구미

1) 조사방법

○ 기주식물 조사

 개미바구미의 선호도가 높은 생괴근 등의 지하부 또는 생엽을 대상으로 조

사 실시

 기주식물의 생괴근 등의 채취는 조사대상 지역 전역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개수 및 조사간격은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 기주식물의 분포상황에 따

라 식물방역소장이 미리 정함.

 개미바구미의 기생 유무 확인은 일정기간 보관 후 절개조사를 원칙으로

함.

 불임충 방사지역에서는 불임충의 표식 또는 표식에 준하는 형태적, 유전적

특징에 따른 식별법으로 불임충 식별을 실시함.

 조사결과 기록시 조사지점의 약도, 기주식물의 소재지, 채취상황 등을 명시

함.

○ 페로몬 트랩조사

 페로몬 트랩은 기주식물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장소에 편차가 없도록 트랩

을 설치함.

 설치개수 및 조사일 간격은 조사대상지역의 범위, 방제전 기주식물의 분포

상황 등에 따라 식물 방역소장이 미리 결정함.

 트랩은 로트형, 점착식 간이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을 사

용하며, 약제는 합성성 페로몬제로 함.

 불임충 방사지역에서는 불임충의 표식 또는 표식에 준하는 형태적, 유전적

특징에 따른 식별법으로 불임충 식별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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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트랩조사

 고구마 트랩은 방제전 기주식물 분포상황 및 페로몬 트랩 설치상황을 감안

하여 장소에 편차가 없도록 트랩을 설치함.

 설치개수 및 조사일 간격은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 방제전 기주식물의 분

포상황 등에 따라 식물 방역소장이 미리 결정함.

 트랩은 바구니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고구

마 괴근은 필요에 따라 사전에 살충제로 처리한 것을 사용함.

 개미바구미의 포착 유무의 확인은 트랩을 설치한 주변과 그 내부를 목시로

하며, 기생 유무에 대한 확인은 고구마 생괴근을 일정기간 보관 후 절개조

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

 불임충 방사지역에서는 불임충의 표식 또는 표식에 준하는 형태적, 유전적

특징에 따른 식별법으로 불임충 식별을 실시함.

2)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다발시기에 적용함.

단, 조사기간의 설정은 도도부현이 실시하고 있는 발생조사 결과를 참고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2. 과실파리

1) 조사방법

○ 기주식물 조사

 과실파리류의 선호도가 높은　야생 혹은 재배 한 생과를 대상으로 귤과실

파리는 성숙과를, 오이과실파리는 미숙과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이외

에 상과, 낙과, 부패과, 기형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생과의 채취는 조사대상 지역 전역에서 무작위추출.

 조사개수는 조사대상지역의 범위와 기주식물의 분포상황에 따라 식물방역

소장이 미리 정함.

 과실파리류의 기생 유무 확인은 보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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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기록시 조사지점의 약도, 기주식물의 소재지, 채과상황 등을 명시

함.

○ 유인 트랩 조사

 트랩조사는 조사대상 지역 내 기주식물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편차가 없도

록 트랩을 설치하여 1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함.

 조사용 트랩은 스테이너형으로 사용하는 유인제는 귤과실파리

-Methyleugenol(메틸오이게놀), 오이과실파리-Cue-lure를 사용함.

 과실파리류의 기생 유무 확인은 보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절개조사를 실시함.

 불임충 방사지역에서는 자외선등 형광색소 식별법 및 정소생식세포관찰 식

별법으로 불임충 식별을 실시함.

 불임충 방사지역에서는 자외선등 형광색소 식별법 및 정소생식세포관찰 식

별법으로 불임충 식별을 실시함.

2)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다발시기에 적용함.

단, 조사기간의 설정은 오키나와현이 실시한 방제효과 확인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기간을 조정함.

3.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3.1. 정점조사

1) 병해충(病害虫) 조사

○ 예찰포장조사

 정기적으로 특정지점에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찰 포장을 설치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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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포장에는 현(県)예찰포장, 지구（地区）예찰 포장이 있으며, 현예찰포장

은 병해충방제소 또는 주변 농작물 종류별로 설치하며, 지구예찰포장은 농

작물재배의 중심지대에 농작물 종류별로 설치함. 각각의 예찰포장은 해당

지역 및 지구의 병해충 발생상황의 파악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2) 병해(病害) 조사

○ 병원균 밀도에 관한 조사

 병원균 비산 및 형성을 이용하여 병원균 밀도 추이를 조사.

Ÿ 포자의 형성 추이와 발병과의 관계는 병해 종류,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르며, 포자 채집량은 채집방법 및 채집기 구조, 설치 장소에 따라 상이

하기 때문에, 포자 비산을 예찰에 이용하기 위해 정치식 포자채집대, 회

전식 포자채집기, 흡인식 포자채집기, 우적법(雨滴法), 유출법（遊出法）

등을 실시하고 있음.

 육안검사

Ÿ 균핵, 자낭반, 포자퇴 등의 감염원은 육안으로 조사 실시.

 간접조사

Ÿ 병원균 밀도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퍼지법을 활용.

 병해 발생에 관한 조사

Ÿ 발병초기, 발병최성기, 발병종기, 발병부위, 발병정도, 피해상황, 월동 상

황을 조사함.

3) 해충(害虫) 조사

○ 해충의 행동을 이용하는 방법

 예찰등

Ÿ 해충의 발생시기, 발생량을 조사. 예찰등의 설치장소는 해충의 발생량,

발생형태에 따라 지대를 나누어 대표적인 지점에 설치함.

Ÿ 예찰등의 광원은 일반적인 작물은 보통 전구60W, 3년 이상 데이터 실적

이 있는 경우 다른 광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과수는 고압수은등(100W),

청색형광등(20W), 블랙라이트(20W), 야채는 보통 전구(100W), 고압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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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00W) 이나 청색형광등(20W)의 건식예찰등을 사용함.

Ÿ 조사항목에는 자웅별 유살수, 발견 개시일, 최성일(最盛日), 最盛半旬，

반감기, 종식일, 세대별 총유살수, 세대별성비가 있음.

 수반（水盤）

Ÿ 물이 담긴 수반에 날아들어 온 해충을 조사하여 주변 해충 발생 상황을

파악 예상함. 부진자(멸구)류의 발생상황 조사를 위한 수반은 함석제 직

경 60센티, 깊이 7센티 원형 수반으로 5센치 높이에 물빠지는 곳을 내고,

내면과 측면외측에 황색 페인트를 칠함.

Ÿ 활성비누 또는 염화벤잘코늄액을 0.1% 농도로 희석한 물을 1/3∼1/2 깊

이까지 넣어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물은 2∼3일을 주기로 갈아 줌.(설치

기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Ÿ 야채 및 화훼의 진딧물류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반은 함석제 직경

30센티, 깊이 7∼10센티의 원형수반으로 35매슈 정도의 망을 치고, 2센티

밑에 물빠지는 곳을 내어 내면과 측면외측에 약간 청색이 들어간 황색의

페인트를 칠함. 수반에는 활성비누를 0.1% 농도로 희석한 물을 담아 예

찰포장 주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지면에서 20센티 높이에 설치함. 설치

기간은 대상 야채의 재배기간 중에 함.

 페로몬 트랩

Ÿ 합성성 페로몬화합물을 유인원(誘因源)으로 하는 페로몬　트랩에 날아

든 해충을 조사.

 수중네트

Ÿ 수중에 네트를 설치하여 날아 든 해충을 조사.

 점착식포충기

Ÿ 내직경 25센티, 가로 80센티의 목재 혹은 철제 틀에 3미리의 철망을 붙

여 라임을 도포하여 포장에 설치하고 부착한 해충 수를 조사.

 밴드

Ÿ 영년작물의 줄기 또는 가지에 밴드를 부착하여 밴드내에서 월동한 해충

을 조사.

Ÿ 밴드의 설치시기는 해충이 월동을 위해 이동하기 전으로, 나무의 상태

및 해충의 종류에 맞춰 가능한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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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세는 방법

 틀

Ÿ 일정 크기의 틀을 두어 그 안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

 포충망

Ÿ 길이 1미터 구경 36센티의 망을 사용하여 해충을 포획하여 조사.

 털거나 헤치는 방법

Ÿ 작물을 수면에 털거나 헤쳐서 생식하고 있는 해충 수를 조사.

 흡인포충기

Ÿ 흡인포충기는 휘발유 엔진등 동력원인 송풍기의 공기흡인 압력으로 해충

류를 흡인하여 조사.

 불어내기

Ÿ 동력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불어내어 생식하고 있는 부진자(멸구)를 날려

포충망으로 포획하여 조사.

 브러쉬머신

Ÿ 모터로 브러쉬를 회전시켜 병해충을 떨어트려 생식 수를 조사하는 방법

으로 잎진드기류 조사에 활용.

 쓸어내기

Ÿ 적당한 길이의 막대로 일정면적 내의 풀의 가장자리 부분을 쓸어 나온

성충수를 조사.

 흡인점착트랩

Ÿ 팬으로 흡인한 공기를 점착판에 불어 미소 곤충을 잡는 방법. 총제벌레,

흑파리, 깍지벌레등의 조사에 실시. 　

○ 해충의 가해(加害) 관련 조사

 해충으로 인한 피해상태는 농작물 및 해충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

통적으로 가해초기, 가해최성기, 가해종기, 가해정도를 조사하고 있음.

3.2. 기타 특정지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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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찰포장을 설치하지 않고 포자채집기, 예찰등, 페로몬트랩, 수반네트, 밴드

등을 설치하여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있음. 예

를 들면, 예년과 달리 조기 발생하거나 늦어지는 등 발생시기 및 발생경과가

상이한 경우, 미리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대별 특색을 파악하여 특정지

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 예측 하는 것이 유효함.

3.3. 실험실내 조사

○ 육안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미경 검사, 배양, 사육, 활력판정 등 실험

실내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4. 환경에 관한 조사

○ 병해충 발생 관련 조사를 위해 기상관측과 농작물의 생육 시기별(채종기, 파

종기, 발아기, 개화기, 성숙기, 수확기 등) 상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4. 최근 문제시 된 주요 병해충과 방제

○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병해충에는 토마토 황화엽권 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 TYLCV),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임파첸스 괴저 반문 바이러스(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 INSV), 아이리스 윤문바이러스(Iris yellow spot virus : IYSV),

파총채벌레(Thrips tabaci Lindeman), 귤파리과류(Agromyzidae), 과수노린재

등이 있음.

4.1. 토마토 황화엽권 바이러스(TYLCV)

○ 토마토 황화엽권 바이러스는 일본에서는 1996년 아이치현(愛知県)，시즈오카

현(静岡県), 나가노현(長野県)에서 처음 확인되었음. 이후 각 지역에서 발생

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 1도 2부, 35현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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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상 및 전염

○ 상위 잎이 소형화 되고 잎맥을 남기고 황화 됨. 잎 표면이 감기며 식물의 신

장이 억제되며 절간이 단축되는 등의 병상이 나타나며, 발생시기 및 감염시

기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는 고온기, 모에서 감염되면 증상

이 심해짐.

○ 담배가루이에 의해 감염되며, 유충, 성충 모두 바이러스를 가짐. 일단 바이러

스를 보유하면 영속적으로 보유하며 즙액 감염은 가능하나 접촉감염 가능성

은 낮음. 현재 일본에 분포하는 담배가루이와 토마토 황화엽권 바이러스의

조합은 알로 인한 전염은 없는 것으로 보고 됨.

2) 숙주범위

○ 숙주 범위는 토마토, 미니 토마토, 터키 도라지의 3종류. 이외 감염이 확인

된 식물은 국화과, 콩과 등 6과 11종 정도 이지만, 감염되어도 증상을 나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방제

○ 육묘기부터 정식기까지 토마토 육묘의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

우 처분 함.

○ 바이러스 매개인 담배가루이 방제를 실시.

○ 육묘중 기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구입묘를 사용하는 경우 담배가루이 기

생여부를 확인.

○ 10일 전에 육묘하는 작형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의 침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요구.

○ 시설 출입구와 하우스 측면 등에는 방충네트(0.4미리 미만)을 치고, 가루이류

침입을 차단함.

○ 시설에서는 근자외선 제거 필름(UV커트 필름…가루이류, 진딧물류, 총채벌레

류등의 침입억제 효과가 확인 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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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주변의 철저한 제초작업 실시.

○ 시설에서는 육묘중을 포함해 황색점착트랩을 설치하여 가루이류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트랩에 가루이류가 유살 된 경우 식물 상부, 특히 잎 뒷면을 상세

히 관찰하여 종류를 확인함.

○ 환경조건, 특히 겨울에서 봄의 저온기에는 증상을 타나내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인 경우가 있음. 기온 상승에 따라 급격히 발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육묘기 부터 가루이류의 침입방지 방제를 철저히 함.

○ 가루이류의 시설밖으로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종료 시 맑은날 연속2일

간 이상 내부 공기를 찜.

4.2.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는 일본에서는 1965년 수입검역중 달리아에서 처음

으로 확인되었음. 이 후 각지역 재배지대에서 달리아, 피망, 토마토, 담배 등

에서 발생 하였으나, 당시는 일시적인 발생으로 이바라키현(茨城県）의 피

망을 제외하고 종식되었음.

○ 이 후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꽃노랑총채벌레가 침입 및 발생

분포가 확대됨에 따라 1995년부터 각 지역에서 야채, 화훼류에서 발병이 보

고되고 있음.

1) 증상 및 전염

○ 잎에서 퇴색윤문, 괴저윤문 또는 괴저반점이, 줄기에서 괴저조반이 발생함.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생장점의 황화·위조(萎凋), 잎마름, 줄기의 공동화, 과

실의 기형 또는 착색이상 등이 발생함. 특히, 육묘기나 생육초기의 감염은

피해가 크고, 식물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총채벌레류에 의해 전염되며, 특히 꽃노랑총채벌레의 전염능력이 높음.

종자전염, 토양전염 하지 않으며 활성이 불안정하여 즙액으로 인한 접촉감염

의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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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주범위

○ 숙주 범위는 광범위하며, 650종 이상의 식물에 감염이 보고되고 있음. 특히,

가지류, 국화과 및 콩과의 피해가 심함.

3) 방제

○ 총채벌레류의 방제를 철저히 함.

○ 시설에서는 개구부에 방충 네트를 설치하여, 총채벌레류의 침입을 방지함. 방

충네트의 눈금은 1mm 이하로 함.

○ 시설과 포장주변에 TSWV의 숙주 식물의 재식을 금함. 또한 광범위 잡초에

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시설과 포장내외의 제초를 철저히 함. 특히, 국화과의

흰도깨비바늘(Bidens pilosa var), 마디풀과의 참소리쟁이(Rumex japonicas)

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함.

○ 발병주는 바로 뽑아서 소각처분함.

○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식물의 종류 및 환경조건에 따라 외견상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묘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외부로부터 시설이나 포장에 식

물을 들여 올 경우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총채벌레류 기생 및 흡즙

자국의 유무에 주의 함.

4.3. 임파첸스괴저 반문 바이러스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 INSV)

○ 일본에서는 1999년 오카야마현(岡山県) 시네라리아, 임파첸스, 베고니아, 토마

토에서 발견 된 이후, 후쿠오카현(福岡県)의 임파첸스, 아키타현(秋田県)의

터키 도라지 등에서 확인 되었으며 현재에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와 근연관계

의 바이러스로 병징과 감염 등도 유사한 점이 많음.

1) 증상 및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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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V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잎에서 퇴색윤문, 괴저윤문, 괴저반점이, 줄기에

서 괴저조반이 발생함. 이는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의 병징과도 유사하여

육안으로는 판별이 곤란함.

○ 육묘기나 생육초기 감염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식물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가벼운 증상인 경우 병상이 약에 의한 병 또는 생리장애등과 유

사하여 분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됨. 주로 꽃노랑총재벌레에 의해 감염되

고, 종자전염, 토양전염 되지 않으며, 즙액에서의 활성이 불안정하여 접촉감

염의 가능성은 낮음.

2) 숙주범위

○ 숙주범위는 광범위하며 30과 70종 이상의 식물에 감염 한다고 보고되고 있

음. 일본에서는 시클라멘, 터키도라지, 암파첸스, 베고니아등 화훼류에서 발

생보고가 많음.

3) 방제

○ 토마토 황화괴저 바이러스의 방제에 준함.

○ 꽃노랑총채벌레 방제를 철저히 하며, 시설 등에서는 개구부에 눈금 0.6mm

이하의 방충 네트를 설치하여 꽃노랑총채벌레의 침입을 방지함.

○ 시설과 포장주변에 INSV의 숙주 식물 재식을 금함.

○ 발병주는 바로 뽑아서 매장하거나 소각처분 함.

○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식물의 종류 및 환경조건에 따라 외견상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묘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외부로부터 시설이나 포장에 식

물을 들여 올 경우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총채벌레류 기생 및 흡즙

자국의 유무에 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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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 중요병해충 발생시 대응 기본 지침

제1 취지

국내에 확산된 경우에 유용한 식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중요병

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및 도도부현이 연계하여 식물방역법(소화 25

년 법률 제151호. 이하 ‘법’)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강의하는 것이 필요함.

이 기본지침에서는 중요한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전준비, 해충의 정확한

조사·분류, 중요한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신속하게 실시 및 과학적 지식에 근

거한 방제 대책의 결정 등에 관한 표준 절차 및 국가 및 도시의 역할을 정하

는 것으로 함.

제2 정의

이 기본 지침에서 "중요병해충'은 새롭게 국내에 침입하거나 이미 국내의 일

부에 존재하는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이하 ‘유해동식물’이라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한, 국내에 존재하는지 확인에 있어서는 ‘일본식물병명목록」(일본식물병리

학회편) 및 「농림유해동물·곤충명감」(일본응용동물곤충학회편)을 참조

(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소화 25년 농림성령 제73호. 이하 ‘규칙’) 별표 1의 2,

별표 2 및 별표 7에 열거된 유해동식물

(2) 규칙 별표 1의 제 1의 1 및 제 2의 1에 열거된 유해동식물이며, (1)에 해당

하는 것 이외의 것

(3) 평성 23년 3월 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542호로 열거된 유해동식물이며, 국내

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4) 상기 (1)에서 (3)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확산하는 경우에 유용한 식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동식물이며, 농림수산소비·안전국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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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전준비

1. 연락체제의 구축 등

(1) 농림수산성은 중요병해충의 발견 후 즉시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

시부터 도도부현의 병해충방제연구소 등 식물방역담당부서 (이하 ‘도도부현’

이라 함) 및 대학·전문기관 등의 병해충전문가와의 연락 창구를 정리하여 도

도부현에 주지하는 등 연락 체제를 구축

(2) 도도부현은 중요병해충 발생 후 즉시 발생 조사 및 방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생산원지의 위치, 재배식물의 종류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수집

함

2. 자재 및 인력의 확보

(1)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중요병해충의 발견 후 즉시 발생 조사 및 방제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요원의 리스트업을 실시.

(2) 식물방역소(나하식물방역사무소 포함)는 중요병해충의 발생에 대비해 조사

및 방제에 필요한 트랩, 미끼 등의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

3. 정보의 수집·공유

(1) 국가 및 도도부현은 병해충 관련 학회 등에 참가하는 등으로 대학·시험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와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유해동식물의 발생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2) 국가는 해외에서 유해동식물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학회 등의 보고 및 문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한 정보를 도도부현과 공유

(3) 국가는 (1) 및 (2)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병해충의 방제와

관련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도도부현에 주지함. 또한 도도부현은 이러

한 정보 중 생산자 등이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제공

4. 분류·방제 등의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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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유해동식물의 식별 및 방제 등에 관한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

고 현 직원 등의 기술 향상을 촉진.

제4 중요병해충의 발견·보고

1. 침입경계조사 등의 실시

(1)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중요병해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침입

경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2)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1)에 의해 침입경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중

요병해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발생예찰사업 등의 조사 및 생산

자에 대한 방제지도를 통해 관할지역 안에 서식하는 유해동식물의 종류와

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3)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1)과 (2)의 조사 등의 결과 새로운 유해동식물의

발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공유.

2. 발견된 유해동식물의 식별

(1)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1의 조사 등에서 발견된 유해동식물의 신속한 식

별을 수행

(2) 도도부현은 1의 조사 등에서 발견된 유해동식물의 식별을 스스로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식물방역소 또는 대학·시험연구기관 등에 식별을

의뢰함. 또한 도도부현은 대학·시험연구기관 등에 식별을 의뢰한 유해동식물

이 중요한 병해충일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이하 ‘식물방역과’라 함) 앞으로 보고 하여야 함.

(3) 식물방 소는 (2)에 의해 유해동식물을 식별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식별하고 그 결과를 요청받은 도도부에 회보하여야 함. 또한, 식

물방역소는 요청이 있었던 유해동식물의 식별을 스스로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대학·시험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

3. 발견의 보고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2의 식별결과 해당 유해동식물이 중요한 병해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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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판명 될 경우 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유

해동식물의 명칭, 발견장소, 발견식물이름 등의 정보를 식물방역과 앞으로 보

고해야 함. 그러나 도도부현은 그 중요한 병해충이 제2의(1)의 중요 병해충인

경우에는 식물방역과에 보고하고, 식물방역법 관련 사무에 관한 처리 기준

(평성 12년 4월 11일 농산제2652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에 따라 법 제

21조에 기반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

제5 초동대응

1. 발생상황 등의 조사

(1) 식물방역과는 제4의3의 보고가 있었을 경우 식물방역소에 대하여 당해 중요

병해충의 발생상황 등의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

(2) 식물방역과는 (1)의 조사의 실시에 있어서 도도부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는 도도부현 식물방역소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3) 도도부현은 식물방역과에서 (2)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방역소와 연계하여

(1)의 조사를 실시

(4) 식물방역소는 (1)에 의해 지시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사항

을 신속하게 식물방역과 앞으로 보고

① 발생의 경위

② 발생·피해식물

③ 발생·피해상황 (발생지역, 발생·피해면적 등)

④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기주식물의 재배상황(분포상황)

⑤ 발생의 원인 (발생·피해식물의 유래 등)

⑥ 시료·표본의 보존, 관리상황

⑦ 기타 필요사항

(5) 식물방역과는 (4)의 보고를 받은 결과 그 중요한 병해충이 제4의3의 보고가

있었던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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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해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소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도

록 지시. 또한, 추가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2)에서 (4)까지를 준용함.

2. 초동대응의 실시

(1) 식물방역과는 제4의3에 의해 보고가 있었던 중요병해충에 대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식물방역소에 대

하여 제6의2에 의한 방제대책결정까지 응급조치로서 농약살포 또는 피해식

물의 제거 등의 방제(이하 ‘초동방제’)를 실시하도록 지시

(2) 식물방역소는 (1)에 의해 식물방역과에서 초동방제의 지시가 있을 경우 초동

방제를 실시하는 원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 등’)에게 방

제의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 방제를 실시. 그러나 소유

자 등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

자 등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명령

(3) 식물방역과는 초동방제를 실시함에 있어 도도부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는 도도부현 식물방역소와 연계하여 방제를 실시하도록 요청

(4) 도도부현은 식물방역과에서 (3)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물방역소와 연계

하여 초동방제를 실시

3. 중요병해충 리스크 분석

(1) 식물방역과는 식물방역소에 제4의3에 의해 보고가 있었던 중요병해충 대해

1의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국내 유용한 식물에 대한

위험분석 또는 재분석 (이하 ‘중요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

(2) 식물방역소는 (1)에 의해 지시한 경우 중요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신속하게 식물방역과 앞으로 보고. 그러나 중요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병해충의 국내 유용한 식물에 대한 피해가 급속히 확

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식물 방역과 앞으로 그 취

지를 보고

(3) 식물방역소는 중요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대학·시

험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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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방제대책의 결정·실시

1. 대책검토회의의 개최

(1) 농림수산성은 제5의 조사 및 중요병해충위험분석 결과를 근거로 발생한 중

요병해충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방제 등의 특별한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방제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이하 ‘대책검

토회의’)를 개최

(2) 대책검토회의에서는 발생한 중요병해충에 관한 학식있는 경험자 및 관계 기

관담당자 등을 소집.

(3) 대책검토회의에서는 발생한 중요병해충에 대해 제5의 조사 및 중요병해충

위험분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방제대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구체적

인 방제대책 방안을 정리

① 발생(피해)상황

② 기주식물의 분포·생산·유통상황 및 지리적 환경조건

③ 조사·방제 등에 필요한 기술의 선택

④ 조사·방제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방제효과

⑤ 잠재적 확산능력 및 확산예상속도

⑥ 확산에 의해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손실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 산업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

⑦ 필요한 인원 및 설비의 확보

⑧ 발생감시 등의 조사에 필요한 비용

⑨ 지역환경에의 영향

⑩ 기타 필요사항

2. 방제대책의 결정



- 330 -

농림수산성은 대책검토회의에서 정리된 방제대책 방안을 토대로 다음의 방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생한 중요병해충

의 방제대책을 결정

⑴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기초한 이동의 제한

⑵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이동의 금지

⑶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기초한 이동의 제한

⑷ 법 제17조의 규정에 기초한 긴급방제

⑸ 법 제30조의 규정에 기초한 방제관련 보고

⑹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병해충방제소의 사무와 관련한 지시

⑺ ⑴에서 ⑸까지 나열된 조치 이외에 발생한 중요병해충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방제의 실시

⑴ 식물방역과는 2에서 결정된 방제대책에 대해 식물방역사무소에 신속하게 실

시하도록 지시. 그러나 2의 (4) 또는 (5)의 방제조치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

는 도도부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

⑵ 식물방역과는 (1)에 의해 식물방역소가 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식물방역소와 연계하여 방

제를 실시하도록 요청

⑶ 도도부현은 식물방역과에서 (2)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방역소와 연계하여

방제를 실시

⑷ 식물방역소와 도도부현은 방제의 실시에 있어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방제대

책의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방제에 도움을 요청

⑸ 도도부현은 필요에 따라 농업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중요한 병해충 방제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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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제대책의 평가 및 방제의 검토

⑴ 농림수산성은 3의(1)의 방제를 시작한 후 방제를 대상으로 한 중요병해충의

발생상황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1의 대책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방제 대책의 평가를 실시

⑵ 농림수산성은 (1)의 평가결과 방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2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방제 대책을 결정

⑶ 농림수산성은 (1)의 평가에 따라 방제대책의 계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방제 종료를 결정

5. 발생의 공표 및 보고

⑴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은 중요병해충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과 방제 대책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표

⑵ 농림수산성은 중요병해충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국제기준 (이하 ‘국제기준’)에 따라 관계국 정부 기관에 보고

⑶ 농림수산성은 (2)에 의해 보고된 중요병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에 의하여 해당

중요병해충 근절 등을 확인했을 때는 국제기준에 따라 관계국 정부기관 등

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

제7 기타

(1) 농림수산성은 방제대책 및 수입검역 조치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

요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실시

(2) 농림수산성은 중요한 병해충의 방제에ㅜ있어서 관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

(3) 농림수산성은 중요한 병해충 방제 종료 후 당해 중요 병해충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

(4) 농림수산성은 특히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명백한 중요한 병해충

에 대해 평시 및 발생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고 방역지침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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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호주 식물 방제 전략의 과제 및 현황 

1. 방제(전문) 인력의 감소 

○ 식물방제 시스템 전역에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물 방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음. 이것은 농

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음.

○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1년과 2006년 사이에 대학 농업 프로그램 졸

업한 전체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고<그림 1>, 또한 현재 식물 방제나 곤

충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그중에 50%는 10년 안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함.

출처 : 호주 식물 위생원 (PHA), 2010

그림 1. 2001∼2006년도 호주 대학 농업과정 졸업생수

○ 전문인력의 감소는 퇴직, 이직, 농업 분야의 채용 조건의 불만족 등이 원인이

됨. 퇴직과 이직 그리고 부족한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한 주요 기술 분야에서

의 만족이 감소함에 따라 식물 방역 분야에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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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호주 연방 과학기술 연구소(CSIRO) 는 이 추세로 보면 호주 방역 진단 전

문가들의 50%를2028년까지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호주 식물 방제를 위한 기술적/운영적 후원은 조직내에서의 승계 계획의

결여와 관련이 있음. 승계 계획, 경험자들의 지식들이 이제 막 졸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미래 경험자가 될 수 있는 직업 경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

2. 기후변화

○ 기후의 변화와 호주 전체 기후의 다양성은 농업 시스템에 주요 위협으로 간

주되고 있음. 미래 수십 년에 걸쳐 호주는 평균 온도 증가, 여름의 극심한 더

위(35°C 이상 일수 증가), 겨울의 극심한 추위(0°C 이하 일수 감소)가 예측

됨.

○ 이러한 기후 변화와 다양성은 평균 강우 패턴과 극심한 기후 이상 등을 증가

시킴.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작물/해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까지 그 영향이 분명하게 증명된 바는 없음.

○ 기후 조건의 변화는 해충들이 그 영역을 정상적인 기후 조건일 때보다 더 넓

혀 갈 수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식물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이 지난 세기에 몇 종류의 해충들이 지리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것

을 관찰함으로써 증명이 되었음.

○ 온도와 습도의 변화, 짧아진 겨울과 길어진 고온의 여름이 병충해 발생의 패

턴을 변화 시키고 있음.

 과거 북부특수지역과 퀸스랜드 동쪽 해안가에 주로 만연하던 감귤류 궤양

병(Xanthomonas citri subsp Citri)이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남호주 및

서호주 지역 등 광범위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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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호주 식물 위생원 (PHA), 2010

그림 2. 평균 온도 증가에 따른 호주 감귤류 궤양병

○ 이와 유사한 예로, 중앙 뉴사우스웨일스 (NSW) 지역의 기온 증가와 겨울철

냉기 완화 등으로 인해 과실 파리 확산과 증식에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

매년 과실 파리 수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을 최근 예측 분석 결과가 보여

주고 있음<그림 3>.

출처 : 호주 식물 위생원 (PHA), 2010

그림 3. 겨울 일수가 연간 과실파리 세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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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부족 및 우선순위 문제 

○ 기후 변화와 다양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당면한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의 결

과물로 볼 수 있어 호주 생산자들은 수자원 이용과 국제시장 접근과 관련된

사안들에 더욱 민감함. 이러한 경향은 생산 지역 해충 변동에 따른 해충 관

리의 역동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제한된 산업,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

재원들과 경쟁을 하게하여 방제비용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음.

○ 식물 방제 분야는 현재 심각하게 재원이 부족함. 예로, 호주연방 단독 수준에

서 연간 2억 6천만 호주달러 (한화 약 2,200억 원)의 재정 증가 요망됨(비엘

보고서(Beale Review), 2010).

○ 정부와 품목별 산업단체는 방제예산 운용에 있어 교육, 건강 그리고 인구통

계 변화에 따른 인프라 등에 관련된 분야와 기후변화, 수자원 그리고 환경보

전 정책에 관련된 분야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 호주 농업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지도를 위한 민간 자원(Public funds) 이용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1995년 주정부는 농업 연구와 개발 서비스

부분에 53%, 호주 정부는 22%를 제공했으나, 2007년도까지 주정부 38%, 호

주 정부 17%로 각각 예산 참여 비율이 축소되었음.

○ 정부의 재원부족과 더불어 호주 생산자들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접근 요구

를 위한 인증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에 관련된 (자조금) 지출 비용인상으로

방제 예산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음. 또한, 생산자들에게 방제와 관련

한 비용은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해 최상위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

당장의 긴박한 위험이나 손실 경험 없는 방제활동에 대한 실행은 선택적 보

험 혹은 차후 고려 사안으로 여겨짐.

4. 물류 및 유동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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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산물이 주와 국내 경계를 넘어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 식물 방

제 시스템을 꾸준히 시험하고 있음. 매년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수는 늘고

있음<그림 4>. 이들 여행객과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선박들은 호

주 국내로 병해충원을 유입할 수 있음. 따라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입국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에 의한 다양한 해충의 유입 경로와 확대 등이

우려됨.

출처 : 호주 식물 위생원 (PHA), 2010

그림 4. 호주 입국 방문자 수

○ 호주의 다양한 주와 주 경계 사이에서 위험 분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과정

들의 다양함으로 인해 유해 병해충 유입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어려움. 이

러한 분석 방법들이 모두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방제 규제와

규율의 다양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비용이 증가함.

5. 병해충방제 농약 사용의 제한

○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어 오던 등록된 농약 제품들이 변하고 있음. 여러

가지 경우, 특정 제품은 사용불가가 되고, 대체 작물보호물질 또는 방법들도



- 337 -

사용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비가 소요됨.

○ 예를 들면, APVMA는 현재 과일 파리 방제를 위해 국내/국외용 원예 산물

에 사용하고 있는 해충약 Dimethoate과 fenthion 패턴을 조사하고 있음. 매

년 3억 6천만 호주달러(한화 약 3,0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됨. 만약 이제품의

사용패턴 조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국내시장과

세계시장 접근이 금지되고, 대체 방법을 필요로 하는 유통시설은 비용이 증

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특정한 방제 전략이 필요함.

6. 연구와 개발 협력

○ 호주의 현 농업 분야 개발 연구 틀은 20여 년 전에 갖추어졌으며, 이에 따른

품목별 산업체 연구개발 예산은 15개 산물 연구 개발 조합(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RDCs)을 통한 호주 정부 매칭 펀딩이었음. 본 시

스템은 농업 생산성의 상당한 진보와 지속성을 이끌었음. 2009년 조사에 따

르면, 불특정하게 선정된 59개 프로그램에서 투자대비 실직적인 이익 비율이

5년 후에는 2.36(비용대비 이익: benefit/cost ratio), 그리고 10년 후에는 5.56,

25년 후에는 10.51로 올랐음. 이는 연구 투자 25년 후에 1불 투자로 10.51불

의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함.

○ 본 시스템 하에서의 연구재원은 산업체별로 그리고 물과 방제 분야 같이 일

개 분야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들로 나뉘어 배분 되어 왔

음. 이와 같은 연구비 배분 시스템은 국내적인 우선 사항 그리고 다양한 규

제 프로젝트 등의 협력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음.

○ 이러한 사안들은 식물 방제 영역에도 반영되었음. 즉,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방제 분야의 경우,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의 조정

은 방제와 관련된 참여단체들의 다양한 영역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예찰, 시장접근, 진단, 포장에서의 해충 관리기술, 방제시스템 접근의 정교성

그리고 산물 저장관리처리제 대체제 개발 등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광범

위한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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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목별 조직 및 민간의 참여

○ 여러 경우에 특히, 도시와 도시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생산자와 일반인들이 유

해 병해충 침입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 유해 병해충

의 조기 발견은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에 호주 방제

시스템에서 생산자들과 여러 민간인들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호주 방제

문제에서 민간의 참여는 정부와 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정부 농업 기술 지원 직원들의 네트워크는 크게 줄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결국 여러 지역별 정부 사무실들의 폐쇄를 이끌고 농작물과 원예 작물 그리

고 식물 보호 전문가들의 수적 감소를 야기함.

○ 작물 분야 사설 전문 컨설턴트 수는 늘고 있는 경향이나 식물 방제 교육과

같은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제한적임.

○ 최근의 조사에서 밝혀진 정부와 품목별 산업군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방제 참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의 단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부족함.

 방제참여활동 조율

 정부, 품목별 산업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네트워킹

 정부로부터 개인수준까지, 방제분야 모든 참여자들의 신뢰 부족

 실제 방제 실행과 절차에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

 대상그룹 구분

 쌍방의 소통

 비전문가를 위한 과학적 상식에 대한 적절한 소통방식 등 일반인들에게 필

요한 관련 소식 및 활동

 식별이 어려운 병해충에 대한 소통

 방제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들과의 대면 상담

 교육내용의 관리, 반응 및 평가

○ 일방적인 상하 전달방식의 소통은 효과가 없고 대신 협조를 구하거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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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임.

○ 일반 민간에 대한 방제 교육 및 관리를 위한 특별 관리 대상군으로는 도시지

역 혹은 도시 근교에 머물며 농업으로 전환 혹은 농촌지역으로 이농을 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품목별 단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임. 이 외에도 생산지에 직접적으로 병해충을 매개할 가

능성이 높은 빅토리아와 퀸즈랜드 지역 수확기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배낭

여행객들이 특별 관리군에 속함.

8. 국제 시장 접근

○ 많은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국제 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시장 접

근 문제는 지난 10년간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음. 모든 국제무역기구 가입 국

가들은 그들의 수입물들에 한해서 국제 식품 및 동식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

협정(SPS Agreement)을 준수해야 함. 많은 경우, 호주가 대상으로 하고 있

는 교역국들이 협정에 따라 검역 방식을 소개하거나 검역 요구 수준을 높이

고 있으며 이는 강화된 검역 관리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또한

기존의 호주 농업 수출 시장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음.

출처 : 호주 농장 연구회(Australian Farm Institute: AFI), 201616)

그림 5. 2014/15 년도 호주 식물관련 농작물 수출액 비교

16) 호주 식물 및 농작물 총생산 및 수출액은 전체 농산물 생산 및 수출액의 각각 거의 절반임. 호주
의 농산물 수출 주요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유럽 및 뉴질랜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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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고 있는 호주 농산물 국내 생산, 수출액 및 경제적 가치 등으로 인해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호주 정부의 과학적 방제 자

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

○ 지속적인 이윤 발생을 위해서 호주는 국제 무역 상대에게 무병해충 농산물

수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할뿐만 아니라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생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병해충군이 호주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함.

○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호주 농산물 수출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제 전략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함.17)

표 1. 2014/15년 호주 국내 주요 농산물 생산액.

농산물 품목
생산 액수

(호주불 백만불)
밀 $6,914
채소 $3,809

과일 및 견과 (포도 제외) $3,543
보리 $2,286
유채 $1,737
목화 $1,114

식물, 화훼와 잔디 $1,420
사탕수수 $1,143
포도 $745
수수 $655
쌀 $298
귀리 $296
소 $10,188
우유 $4,720
양 $2,953
양모 $2,676
가금류 $2,430
돼지 $1,156
계란 $687

출처 : 호주 농업광업 연구소(ABARES), 2016

17) 2014/15년 호주 국내 농산물 생산 총액은 호주불 535억불이며, 이 중 육류와 농작물 (곡물 및 원
예작물) 생산 비중은 거의 대등한 수준임 (표1). 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436억불이 수출됨
(호주 전체 수출액의 약 17%). 전체 약 121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총 생산액은 전체 국민 총
생산액의 약 2%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280천 명 (전체 고용의 2% 비중임) 을 고용하고 있음. 또
한, 같은 기간 호주 농산물 국내 총생산을 위해 투입된 농산물 생산 관련 농자재 및 서비스 발생
비용은 약 300억불 이었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한 식음료 생산 부가가치액은 900억불울 초과
했음 (Australian Farm Institu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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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협조적인 식물 방제 정책

○ 농업 해충이 주 경계에서 좀처럼 인지되지 않아도 각 주정부들의 방제 중점

관리는 일반적으로 주 경계 수준에서 진행됨. 호주의 각 주별 방제 관리 프

로그램은 특별한 지역적 요구와 위기요소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져 있음. 그러

나 주별 방제 법률 및 규제가 조화를 잃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절

차와 비용 그리고 주 경계를 넘나드는 산물 이동의 지연 등이 야기될 수 있

음.

○ 대부분의 호주 생산자들은 수출시장 만큼 국내시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광범위한 지리적 다양성 때문에 많은 주와 경계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병

해충을 막기 위한 독립된 별개의 지역별 규제가 존재함.

○ 하지만, 지역적 규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접근에 맞도록 유지해야 하고

WTO규제사항과도 일치해야 하며 병해충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최근에 수립된 방제 전략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전체 방제 시스템 개발,

국외 병해충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그리고 각 항만 및 공항 등 국경진입

방지에 주력함.

 각 주정부는 이미 발생했거나 만연한 병해충에 대한 관리에 주력

 특히, 긴급 발생한 병해충원에대한 방제 및 예상 병해충 예찰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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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미국 동식물검역청 조직

1. 조직구성

○ 동식물검역청은 6개의 운영 프로그램 부서와 4개의 경영지원부서로 구성됨

그림 1. 동식물검역청의 조직체계

1.1. 생명공학규제서비스(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

○ 생명공학규제서비스는 과학적인 규제 원칙에 의거하여 유전자 변이 식물들의

안전한 발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자연 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

 생명공학 규제 서비스는 38,00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 생물들의 수입, 주간

이동이나 현장 실험 등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허가증,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연방법7 CFR part 340에 의거하여 100개 이상의 식물건강을 해치지

않는 유전자 변이 생물들의 규제를 해제함.

○ 생명공학규제서비스는 과학실, 생명공학위험분석프로그램, 규제운영프로그램,

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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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명공학규제서비스 조직체계

○ 2015년 생명공학규제서비스는 농무부 전략목적과 이에 대응한 동식물검역청

전략목적에 따라 2018년까지의 생명공학규제서비스의 주요 목적을 마련

 농무부의 전략 목적 : 새로운 최신 기술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발전시키

고 수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고함.

 동식물검역청 전략 목적 : 수의 생물학의 안정성,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

시키고, 유전자 변이 생물들의 감독을 최적화함

으로써 식물건강을 보호함.

 생명공학규제서비스 목적 : 규제된 유전자 변이 생물들이 자연에 방출되었

을 때 식물해충위험이 없음을 확인함.

표 1. 생명공학 규제 서비스의 전략 목적과 목표

생명공학규제서비스 목적 전략 목표

검역소의 생명공학 규제의
순응도 향상

∙ 강력한 규제 운영을 통한 순응도 증가
∙ 과학과 위험에 근거하여 지도하고 지속적 순응을 위한 지원
∙ 비상시와 규제 사건, 그리고 순응 사건에 효과적인 대응

유전자 변이 생물의
규제감시와 위험의 균형

∙ 최고의 위험을 고려하는 반면, 안전수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나은 대안 규제를 고려
∙ 식물해충 위험이 없는 생물공학 제품을 7CFR part 340법 하에 비
규제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체계를 도입
∙ 최고의 위험을 고려하고 달성 가능한 규제방법들을 개발

의사결정에서 최적의 과학이
사용되었음을 확신

∙ 의사결정에서 고도의 분석을 사용
∙ 빠르게 변하는 과학을 수용
∙ 국내외적으로 유전자 변이 생물의 과학과 위험에 근거한 규제를 위
해 정부기관들과 국제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가장 효과적인 조직 창조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과정이나 절차를 유지
∙ 책임 있는 예산관리나 성과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검역소의 가치
를 제시
∙ 양질의 노동력 유치 및 유지
∙ 일관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소통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
∙ 효과적인 경영조직을 위한 기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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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규제서비스는 주요 목적을 4개의 세부 목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음<표 1>.

1.2. 국제 및 무역지원팀(International Service and Trade Support Team)

○ 국제 및 무역지원팀의 조직은 무균파리방출프로그램, 위생문제관리, 국제역량

제고(국제방문자센터), 47개국 국제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3>.

그림 3. 국제 및 무역지원팀 조직체계

○ 동식물검역청의 국제적 사명은 국제적 동식물 건강 전문성을 통해 미국 농업

건강을 보호하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으며, 국제 및 무

역지원팀은 본 사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갖고 있음.

 병해충이 미국을 해롭게 하기 전에 외국 파트너와 협력한다.

 안전한 농산물 무역을 증진시킨다.

 국제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외국의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해외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적 역량의

제고를 통해 유해한 병해충의 확산을 막는 기술과 행정, 외교, 규제 그리고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1.3.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PQ)

○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은 미국 농업과 자연 자원을 경제적·환경적으로 피

해가 심각한 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농산

물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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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은 3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관리실, 현장

운영실, 과학기술실로 조직되었으며, 이 조직들은 식물 보호 문제들의 위험

에 기반한 해결책을 만들고자 협력하고 있음.

그림 4. 식물 보호 및 방제 프로그램 조직체계

1.3.1. 최근 미국의 식물 보호 및 방제정책 변화 동향18)

○ 미국 식물보호 및 방제 정책의 목적 및 목표는 <표 2>과 같이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음.

표 2. 식물보호 및 방제정책·전략 계획(2015∼2019)

식물보호 및 방제 서비스 목적

1. 해충 제외 체계를 강화
2. 국내 해충 관리와 제거
프로그램을 최적화

3. 농산물의 국제 무역 증진 위한
해충 위험을 감소

전략적 목표

1. 해외 프로그램 1. 관리 프로그램 1. 국제 기준

2. 허가 제도 2. 퇴치 프로그램
2. 식물 위생 수출입 문제들의

해결

3. 국경 및 항구·항만 검사 3. 수출 인증제

4. 밀수 금지와 무역 순응도

5. 새로운 해충 검출과 대응

○ 미국 농업 생산력 증가가 국내 식량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의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의 다양화는 식

품 수입을 증가시켜 수출입에 의한 미국 농업의 외래종 병해충의 유입 위험

이 증가함. 이에 해외에서부터 미리 병해충의 유입을 막고 국경 및 공항, 항

18) https://www.aphis.usda.gov/publications/plant_health/2016/report-program-successes.pdf에서 주
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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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해충 제외 체계를 강화함이 첫 번째 정책

목표임.

○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농업 방제 검역 체계의 변화와 관련되며,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고 있음.

① 시스템 개선

 최근 방제체계는 검역 수수료 조정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실

시간으로 자료와 상황을 보여주는 현황판을 운영 중임.

 동식물검역청 직원들이 관세청에 파견·근무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화와 자

료를 공유하게 됨.

 새로운 농업 위험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식물검역장의 실시간 자료 입

력,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CHARTS라 불리는 새로운 자료 분석 프로그램도입으로 주 및 연방 직원

들이 모두 수출입 및 국내 무역 자료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됨.

 규제 및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총 인허가 시간을 11일(23%) 단축

하였고, 서류 발송 상표를 전산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인쇄 및 우편

발송 인건비용을 연간 $351,000 절감함. 또한 수입업자도 수출업자에게 이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매년 $125,000 비용을 절감 하게 됨.

② 해외 검역

 해외 검역 능력을 향상시켜 2015년 말 기준 30개의 해외 상품 사전 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호주와의 3개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국립 식물 보호 협회가 방사

선 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입검역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캐리비언 지역 국가들의 검역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연합 퇴치가 가능하게 됨.

 아시아 집시 나방 검역 프로그램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공동으로 검

역함으로써 북미 지역 연합 방제 체계를 구축함.

③ 스마트 기술프로그램 개발

 60초 이내에 특수 작물 병원균을 검출 할 수 있는 CANARY 기술을 주 검

역장에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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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검역장에서 위험에 근거한 샘플 추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검역 시간

을 단축하고 검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음.

 다양한 스마트폰 검증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현재 70,000개의 병해충

이미지가 검색 될 수 있음.

○ 두 번째 전략적 목표는 미국 내 존재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통한 퇴치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

는데 있으며, 이룰 위해 연방, 주, 산업간 연계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① 파트너십의 강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국내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임.

 일례로 바구미 퇴치를 위해 lower Rio Grande valley와 인근 멕시코

Tamualipas와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졌음.

 연방정부, 주 농무성, 30개 주의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외래 병해충

들에 대한 생물학적 조절 에이전트들을 확립하였음.

② 21세기 해충 프로그램 창설

 새로운 기술인 원격조정 비행체를 통하여 무균 담배나방을 수송하는 실험

을 실시하였음.

 병해충 자료 수집과 입력 및 공유에 iPad 등을 이용하고 있음.

③ 식물보호 방법론 개선

 과일 파리의 함정 유인망을 쉽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무균 파리 식단을 개

선하여 매년 $220,000 비용 절감할 수 있었음.

 생물적 조절 기술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개인 사업체들에 전수함으로써

그들이 아시아 감귤 진디병을 치료하는 2백만 마리 이상의 기생 말벌

(Parasitic Wasp)을 생산할 수 있었음.

④ 조사 대상 및 지역의 확대

 2015년에 80상품 분류 조사를 더함으로써 총 346개 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고 있음.

 정선된 클러스터링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충 위험 지역을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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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

 글래디오러스 녹병 국립 퇴치 및 관리 계획을 종료하였는데, 이는 최적 관

리 방법론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임.

 뉴욕의 감자 낭종선충 프로그램을 아이다호와 비슷한 전략으로 바꿈에 따

라 전체의 76%인 960,000에이커의 농지가 방제검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

음.

○ 이상과 같이 기존의 방제 검역 원칙들에 대한 재고와 대안 등을 채택함으로

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었음.

○ 농업법 조항 10007을 통해 2015년 430개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며, 농업연구소는 외래종 해충의 유입 확

률이 높은 지점을 파악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음.

○ 세 번째 전략적 목표는 국제적·지역적 위생 표준을 만드는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무역 규범을 세움으로써 미국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문제

들을 해소하고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돕는 데에 있음.

① 전지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 관계 발전

 국제식물보호협약과 북미식물보호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 식물

위생 확인서 발급, 체계적인 표준 설정, 종자 나무 통합 재료 문제, 우선순

위 해충 등에 대한 협의에 참여함.

② 세계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전자 식물 시스템은 식물 위생자료를 온라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그리고 보다 안전한 운영 체계를 가능하게 하였음.

현재 네덜란드와는 정착된 상황이며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와는 시험 운영

중임.

 세계적 해충 위험 평가의 조화를 위해 브라질, 캐나다, 인도, 멕시코, 루마

니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외국 규제관들에게 과학적 해충 위험 평

가 기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③ 수입과정의 체계화

 검역소와 관세청 및 46개 타 정부 부처들은 함께 수출입을 통합한 국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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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서류 들을 전자서류로 대체하고

모든 수출입 자료들을 전산화하였음. 수입에 있어서 2015년에 100%의 성

공을 거두었고, 2016년에는 전 식물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

 2015년에 검역소와 주정부 파트너는 함께 665,000개 이상의 식물위생증명

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을 도왔으며, 가공상품에도 수출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사설 연구소의 실험결과도 인증서 발급에 사용될 수 있

도록 하였음.

1.3.2. 정책관리 프로그램

○ 정책관리 프로그램 조직은 자원관리서비스, 전문개발센터, 정책관리로 구성되

어 있음. 이중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은 정책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해당 조직체계는 <그림 5>와 같음.

○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은 각 주별 농무부와 여러 정부 기관들과 연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도입된 여러 새로운 해충들의 퇴치, 억압 또는

제한 등의 대응을 함. 특정 규제 해충에 따라 비상 또는 장기 국내 프로그램

으로 대응할 수도 있음.

그림 5.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 조직체계

○ 정책관리 프로그램의 식물보호 및 방제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다양한 해충, 식물병, 연체동물 및 잡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식물 보호 및 방역 프로그램과 주의 협력기관들은 고위험 해충들의 조사를

프로그램 안의 협력업자들의 연결망을 통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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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방제검역 : 모든 입국 식물 검역장에서 식물이나 종자 수출을 위한 식

물위생 증명서를 발급. 농업방제검역 사용자 수수료는 <표 3>과 같음.

표 3. 농업방제검역 사용자 수수료
단위 : 달러

수수료 항목 2015년 12월 28일 이후 수수료
항공 승객 3.96
상업용 항공기 225.00

상업용 수하물 항공 825.00
상업용 트럭 7.55

자동 무선레이더가 있는 상업용 트럭(연 1회) 301.67
상업용 수하물 기차 2.00
상업용 크루즈 승객 1.75

검역처리

1년차 : 47.00
2년차 : 95.00
3년차 : 142.00
4년차 : 190.00
5년차 : 237.00

 작물 생물안보와 비상관리에서 국가적으로 지도하며 조정

 생물 제제 기술을 수입, 선택, 발전, 공개, 적용, 감시하여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규제 중요성이 있는 해충들을 관리

 식물들과 식물 제품들의 수입을 식물보호법의 권위아래 규제

 식물 위생 인증서를 미국 수출업자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인증서를 발급

 해외 식물 건강 안전망 활동

1.3.3. 과학기술(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 CPHST)

○ 기술센터는 식물보호방역 프로그램 규제 결정과 운영을 위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며, 식물보호방역 프로그램 중 과학 기술 분야의 핵심 부서로서 국립

안전식물망(National Clean Plant Network)을 포함함.

○ 기술센터는 식물보호방역 프로그램이 가장 과학적으로 유용한 규제와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 방법,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줌.

○ 기술센터는 식물보호방역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적인 해충 제외, 검출, 관리 방법들을 갖고 있음을 확신함.

○ 현재 기술센터는 약 230명의 과학자, 분석가, 지원 직원들이 7개의 주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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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센

테니얼 캠퍼스에서 위치해 있음. 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 조직체계는 <그림

6>과 같음.

그림 6 . 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 조직체계

1.3.3.1. 기능 및 현황

○ 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CPHST)는 식물검역 및 방제프로그램(PPQ)의 해충

감지 및 관리와 긴급 대응에 필요한 실시간 과학적·기술적 역할을 지원함.

○ 동식물검역청(APHIS)의 무역 관련 식물 보건 문제에 대한 지원과 식물 검역

및 의사 결정에 대한 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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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과학적, 기술적 및 규제 문제에 대응하는 식물

검역 및 방제프로그램(PPQ)의 포괄적 수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과학적 기

능을 위해 활동함.

○ 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 예하 연구소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19)

￭ 벨츠빌 연구소(CHPST Beltsville Lab, Beltsville, MD)

 메릴랜드 벨츠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위험 식물 병원균의 신분자 진단

기술의 개발 및 효과 입증, 미국과 해외 전문진단의 수련을 지원함.

￭ 포트 콜린스 연구소(CHPST Fort Collins Lab, Fort Collins, CO)

 포트 콜린스 연구소는 디지털 식물 해충 인식 도구의 개발을 조정 및 지원

하고, 급속히 전파되는 잡초를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문화적 관리 기술

개발을 담당함.

 공동 농해충 조사를 통한 규약의 개발과 편람 및 공간기술지원을 제공함.

￭ 마이애미 연구소(CHPST Miami Lab, Miami, FL and Raleigh, NC)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걸쳐 위치한 마이애미 연구소

는 농산물의 검사 방식 및 농식품 위생 검역 치료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농산물 치료 유효성 및 기술을 평가, 치료 기관의 인증 및 감사, 치료 정보

조직 등을 개발하고, 생물학적 관리 기술 및 화학적 분석 요청을 지원함.

 특히 빌록시 지구 내 수입 불개미에 대한 방제 기술 및 정기적인 화학 분

석을 실시·관리하고 있음.

￭ 미션 연구소(CPHST Mission Lab, Edinburg, TX)

 텍사스 에딘버그에 위치한 미션 연구소는 절지 동물과 연체 동물의 식별과

경로 분석을 위한 분자 진단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열매 파

리 박멸 프로그램의 과학적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특별히 감귤류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관리 프로그램과 해충 감독에 대한

개발,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오티스 연구소(CPHST Otis Lab, Buzzards Bay, MA)

19)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planthealth/ppq-program-overview/sa_cphst에서 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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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추세츠 버저드 만에 위치한 오티스 연구소는 농산물에 대한 식물 위생

검역 처리를 개발하고, 해충 감시 및 관리 기술의 개발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이 연구소에서는 특별히 삼림 해중의 생물학적 관리 프로그램과 기술 개

발, 캘리포니아 지역 내 잎말이 나방과 유럽 포도 나방에 대한 농산물 처

리 및 해충 관리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피닉스 연구소(CPHST Phoenix Lab, Phoenix, AZ)

 애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피닉스 연구소는 분홍 솜벌레 박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방목지대 메뚜기와 몰르몬 귀뚜라미에 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식물 전염 및 위기 분석 연구소(CPHST Plant Epidemiology and Risk

Analysis Lab, Raleigh, NC)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위치한 식물 전염 및 위기 분석 연구소는 안전 무

역 촉진을 위한 수입 농산물과 관련된 잠재적 해충 위험 분석에 대한 위험

평가와 새로운 해충의 위협과 경로에 대한 경로에 대한 식별 및 평가를 실

시함.

 또한 해충 정보와 농산물의 수출 지원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위험 분석

성과로 드러난 식물 해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함.

1.3.3.2. 프로그램 현황

○ 식물건강과학기술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생물학적 관리 프로그램 : 침범하는 식물 해충과 잡초를 관리하는 식물과학

기술센터와 이를 관리하는 협력기관 전체에 생물학적 관리기술개발을 관리.

￭ 열매파리 프로그램 : 외래종 열매파리 박멸을 위한 식물과학기술센터와 이를

관리하는 협력기관 전체에 기술개발을 관리

￭ 국립 식물 보호 및 실험 인정 프로그램 : 규제 목적에 따른 정확한 진단 결

정을 이루기 위해 식물 보호 및 방제 프로그램의 외부 연구소들을 평가하고,

식물 진단 연구소들의 품질 관리 계획들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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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과학 기술 프로그램 : 식물 보호 및 방제 프로그램의 탐지, 증명, 진단,

그리고 추방 수단 및 기술 지원의 평가와 이전을 지원

1.3.4. 현장운영 

○ 현장운영 팀은 50개주와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사무실을 두고 각 지역

별 병충해 검출 및 박멸을 위해 주 정부 담당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그림 7. 현장 운영 조직체계

1.3.5. 식물 보호 방역 프로그램과 국립 식물 위원회(National Plant Board) 간의 

전략적 동맹.

○ 2014년 6월에 두 기관은 식물 건강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동

의하였음. 개별 주 차원에서는 주 식물 규제 행정관과 검역청의 주 식물 건

강 책임자간에, 지역별로는 지역 식물 위원회 지도자들과 검역청의 현장 운

영 책임자간에, 국가별로는 국립 식물 위원회의 지도자들과 식물 보호 및 방

역 담당자들 간에 협력을 이룸.

○ 위원회와 검역청간에 협력은 콩 녹병 기본 계획(soybean rust initiative)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었음.

 두 당사자는 당사자 간 외에 연방 및 주정부 기관들, 생산업자, 산업기관,

그리고 연구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비규제 대응을 하였음.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규정된 계획이 개발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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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되었음.

 당초 계획은 현장에서 연습되고 테스트되었음.

 콩녹병이 미국에 도착 했을 때, 모든 당사자들은 효과적으로 각자의 역할

을 잘 수행했고 생산이나 판매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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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외국 축산방역체계 사례

1. 일본

1.1.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방역조직 체계

1.1.1. 방역 조직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일본의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전반적인 기본 정책을 담당하는 대신관

방(大臣官房: 기조실)과 3부, 5국으로 구성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 중 소비·안전국(消費・安全局)이 방역관련 업무를

담당

Ÿ 소비·안전국의 축수산안전관리과, 동물위생과, 가축방역대책실, 국제위생

대책실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

○ 기능

 (축수산안전관리과) 축산물 안전성, 소 이력, 수의 및 동물용 의약품과 사

료의 관리·감독 업무 수행

 (동물위생과) 가축보건에 관한 업무와 위생기술보급 업무 수행

 (가축방역대책실) 가축위생에 관한 기획·조사, 전염병 방역·예방, 가축병원

체·위생관리 기준 관리 업무 수행

 (국제위생대책실) 가축 위생에 관한 협정, OIE에 관한 사항, 수출입, 동물

검역청 조직 및 운영,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

○ 방역 조직의 특성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하부조직 중 소비·

안전국(消費・安全局)이 진흥기능과 방역기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중앙행정조직에서는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동물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관한 기초부터 개발·응용 연구와 질병 발생시 병성감정은 동물위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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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衛生硏究所)에서 수행

표 1. 일본 농림수산성 방역관련 각 과·대책실 별 업무

구분 하위조직 업무

축수산안전관리과
(畜水産安全管理課)

총무반(総務班) 총괄 기획·조정, 서무 일반

생산안전반(生産安全班)
축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무
중 생산과정에 관한 것에 관한 기획, 조사 등

소이력감시반
(牛 監視班)

소의 개체 식별 정보에 관한 조사, 모니터링 및
개선지도 등

수의사반(獣医事班)
수의사 및 수의학에 관한 일, (사) 일본 수의사위
원회에 관한 사항

소동물수의료
(小動物獣医療)

소동물에 관한 수의사 및 수의학에 관한 일

약사안전기획반
(薬事安全企画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일

약사심사관리반
(薬事審査管理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 허가, 제조 판
매 승인 등에 관한 일

약사감시지도반
(薬事監視指導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의지도와 단속,
사용 기준 준수지도 등

사료안전기준반
(飼料安全基準班)

사료의 안전성 및 사료 첨가제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설정, 조사 등

사료검사지도반
(飼料検査指導班)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제조 업체 등의 신고, 검정
및 검사에 관한지도 등

동물위생과
(動物衛生課)

총무반(総務班) 총괄 기획·조정, 서무 일반

보건위생반(保健衛生班)
가축 보건 위생소에 관한 일, 가축 보건 위생
기술 보급 등

가축 방역대책실
(家畜防疫対策室)

방역기획반(防疫企画班) 가축 위생에 관한 기획 및 조사 등

방역업무반(防疫業務班)
가축 전염병 방역,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조치의
조언과 지도 등

병원체 관리반
(病原体管理班)

가축 병원체 관리, 가축 사육 위생관리 기준 등

국제위생대책실
(国際衛生対策室)

국제보건기획반
(国際衛生企画班)

가축 위생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일, 외국과의
연락 조정 등

국제수역반(国際獣疫班) 국제 수역 사무국에 관한 사항

위험분석반
(リスク分析班)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따른 위험 분석

검역기획반(検疫企画班) 수출입에따른동물및축산물의위생조건체결및개폐

사찰조정반(査察調整班)
해외의 대일 수출 시설의 사찰 등의 기획 및
연락 조정 등

검역업무반(検疫業務班)
동물 검역청의 조직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일,
수출입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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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본의 중앙 빛 지방 방역 연계 체계

○ 국가는 방역 정책의 결정·개정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도도부

현(都道府懸)의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지원함.

 방역 대응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

 방역 조치가 발생 초기단계에서 신속·정확하게 취할 수 있도록 예비비 활

용을 포함하여 법에 의거 예산을 신속히 실행

○ 도도부현은 방역 정책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수행

 가축보건위생소(家畜衛生衛生所) : 도도부현의 기관으로 축산 진흥을 위한

지역의 가축 위생의 향상을 담당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와 가

축 질병의 진단, 사육 위생관리 지도(전국 171개소 설치)

○ 가축보건위생소에서 병성 감정 또는 모니터링 결과 A형 인플루엔자 의심 바

이러스 분리 시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자료송부

 도도부현 축산주무과에서 동물위생과에 현지조사표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

로 송부하여 취지 전달

1.1.3. 일본 가축방역의 기본 방향

○ 일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

병방역지침(2004. 12)에 따라 긴급방역을 실시함. 방역 조치를 수행하는 조직

은 중앙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동물검역청,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연구소가 있으며, 중앙조직은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련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함. 지방 방역조직으

로는 도도부현 축산주무과, 가축보건위생소, 식육위생검사소가 있음.

 동물위생과에는 총무반, 보건위생반, 방역기획반, 방역업무반, 국제위생대책

실이 있으며, 직원은 40여명임. 동물검역청은 396명, 동물위생연구소는 369

명, 동물의약품연구소는 79명의 직원이 있음.

 지방 조직인 가축보건위생소의 직원은 2,147명이며, 식육위생검사소에는

2,6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매몰을 기본정책으로 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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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은 살처분 매몰, 이동제한만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실시함.

 2010년의 경우 초기에는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구제역이 확

산된 이후 반경 10km이내 모든 감수성 동물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백

신접종 가축들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함.

1.1.4. 방역조치

1) 이상가축의 발견 통보에서 병성(病性)결정까지의 조치

○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의사의 진

찰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해야 함. 가축방역원은 신고 농

장에 대해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가축보건위생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조

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송신함.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함.

○ 도도부현은 농림수산성에 연락하며 긴급방역에 필요한 가축방역원 대기상황,

긴급연락망 정비 상황 및 방역용 자재 조달계획 등을 점검함.

○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에 관련 조서를 송신한 후, 병성감정 재료의 채

취 및 송부, 임상소견, 연학(硏學) 소견 등 추가정보를 수집하며, 방역조치의

실시 또는 준비 등의 상황을 확인함.

2) 구제역 양성시의 조치

○ 가축보건위생소 등에 현지방역대책본부, 발생 도도부현에 도도부현방역대책

본부 및 농림수산성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함.

○ 도도부현 및 가축보건위생소는 필요한 가축방역원의 집합을 명하고, 필요시

다른 도도부현에 인원을 파견 요청함.

○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동물검역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방역 전문가를 발생 도도부현에 파견함.

3) 발생지에서의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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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사체처리·소독·오염물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인원·자재·약품 등을 준

비하고, 발생장소 및 출입금지 표시판 게시와 출입구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

하여 소독 시설을 설치함. 모든 동물의 격리와 배수구의 폐쇄를 확인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함.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처분지시서를 교부하고 살처분을 위

해서는 안락사·전살 등의 방법을 이용함.

○ 사체 처리는 발생지 또는 부근에서 소각 또는 매몰하며, 발생지에서 소각 또

는 매몰이 어려울 경우 도살 후 적당한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함.

4) 방역대

○ 사람 및 물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이동·반출 및 반입을 제한함. 단 긴급한

사람은 적당한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통행을 허용함.

○ 발생지 및 그 주위에 대해 72시간 이내(소독, 가축의 살처분, 기타 병원체 확

산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로 한정함.

5) 백신접종

구분 이동제한 구역 반출제한구역

범위
발생지 중심 반경 10km
(필요시 5～30km까지 가능)

발생지 중심 반경 20km
(필요시 10～50km까지 가능)

기간 최초 발생 후 21일간 최초 발생 후 21일간

제한
내용

∘우제류 가축의 이동 금지
∘아래 물품 이동 금지
․발생지 및 근접농장에서 착유된 생유
․가축관리용구, 깔짚, 사료, 배설물 등
․가축의 사체
․동 구역내에서 채취된 정액 및 수정난
∘도축장 및 가축시장 폐쇄
∘가축을 집합시키는 모임 개최 금지
∘가축인공수정 금지
∘새로운 방목 중지

∘우제류 가축의 반출제한구역 이외로
이동금지
∘우제류 가축의 도입 시 14일 이상
계류
∘가축시장 개최 중지
∘가축을 집합시키는 모임 개최 금지
∘농장 소독 철저 및 공동 차량
소독시설 설치
∘가축에 생유 급여 중지

해제 최종 발생 후 20일 이후 해제 가능

표 2. 일본의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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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과 이동제한 방법만으로 구제역 방역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

여, 조기 청정화를 위해 백신접종 실시함.

○ 백신 및 주사관련 자재의 비축장소는 동물검역청으로 하고 발생 시 관계 도

도부현의 시설 등으로 이송함.

○ 도도부현은 접종지역과 접종두수에 대하여 농림수산성과 협의하여, 접종지역

의 외측에서 발생지측으로 향하여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함.

○ 백신접종을 실시한 가축은 표식을 부착하고, 도축장 이외로의 이동을 당분간

금지함.

6) 발생대비 모의훈련(2010년 예시)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에서 발

생 시를 예상한 방역연습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각 도도부현에서 아래의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

가 정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임.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관한 정보의 파악

 살처분, 통행 차단 등의 발생 농장의 방역 조치 실시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의 설정 및 소독 포인트 설치

 방역조치 실시에 필요한 인원 및 기자재 확보

 방역조치 실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제휴

○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및 도도부현 축산 주무과가 참가 대상이며, 도도부현

은 관내의 1개 농장에 발생했다고 가정해 유사환축의 살처분, 이동제한구역

의 설정 등 방역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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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2.1. 미국 중앙행정기관의 방역조직 체계

2.1.1. 방역 조직

○ 미국 농무부(USDA)

 미국의 농무부(USDA)는 17개 청(Agency)과 17개 부(Office)로 구성

 연방기관으로 미농무부(USDA)는 HPAI의 발생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기간

동안 사고 관리, 사고관리팀 조정, 사고대응 관리, 공공 메시지 관리, HPAI

의 방역을 위한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함.

 동식물검역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이 동

물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주관 청(Agency)임.

○ 동식물검역청(APHIS)

 동식물검역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은 농

축산물의 안전검사 및 건강 증진, 유전자 조작 생물 규제, 동물 복지법 관

리, 야생동물 피해 관리 등 동식물의 검역과 방역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임무를 수행함.

 동식물검역청은 6개 사업부서, 3개 운영지원, 2개 지원부서로 구성됨.

Ÿ 사업부서: 동물관리국(Animal Care), 바이오기술관리국(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 수출입지원국(International Services), 식물보호검

역국(Plant Protection & Quarantine), 수의국(Veterinary Services), 야생

동물국(Wildlife Services)

 운영지원: 입법공보실(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 마케팅 비즈니스실

(MRP Business Services), 정책개발실(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지원부서: 비상상황실(Office of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대민지원실(Office of Civil Rights, Diversity, and Inclusion)

 이중 동물방역은 수의국(VS: Veterinary Services)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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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조직도

○ 수의국(VS: Veterinary Services)

 수의국의 기능은 미국내 동물의 건강, 품질, 시장성을 보호·개선하며, 축산

물, 동물 제품, 수의학 생물학적 제제의 예방, 제어 및 동물의 질병을 방제

하여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것임.

 미국은 2013년 11월 APHIS 수의국을 네 가지 전략에 맞추어 4개 조직으

로 개편

① 감시, 대비 및 대응(SPRS: Surveillance, Preparedness and Response

Services)

② 수출입 서비스 (NIES: National Import Export Services)

③ 과학, 기술, 분석(STAS: Science, Technology and Analysis Services)

④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PSS: Program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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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국의 주요 업무

Ÿ 동물질병 정보 제공(Animal Disease Information)

Ÿ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Ÿ 축산물 수출입(Export and Import)

Ÿ 연구정보 서비스(Laboratory Information Services)

Ÿ 모니터링과 감시(Monitoring and Surveillance)

Ÿ 건강(One Health)

Ÿ 이력추적제(Traceability)

Ÿ 훈련 및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Ÿ 수의제품 승인(Veterinary Accreditation)

Ÿ 수의 생물제제(Veterinary Biologics)

Ÿ OIE 국제표준(OIE International Standards)

그림 2. 미국 동식물검역청 수의국 조직도

○ 방역서비스(SPRS: Surveillance Preparedness and Response Services)

 수의국(VS)의 한 부서로서 방역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질병발생의 감시, 질

병발생에 대비와 이에 대한 대응임.

 동물 질병발생과 질병의 관리, 방역사업의 기획, 질병 프로그램, 감시 및

동물 질병 추적정책 설정 및 관리, 비상 대비, 역학조사 및 추적, 수의학

인증, 수의품 비축 등임.

 방역서비스(SPRS)는 주요 가축이 필요로 하는 동물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가축별 방역서비스(SPRS)는 질병발생의 조기인식과 감시부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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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프로그램(Animal Health Program)의 현장적용과 개발, 긴급방역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함.

 방역서비스(SPRS)는 동물건강센터(Animal Health Centers), 국립비상사고

조정센터(National Preparedness and Incident Coordination Center), 방역

서비스 유통센터(SPRS Logistics Center), 원핼스조정센터(One Health

Coordination Center, 6개 지부(Districts)로 구성됨.

 수의국 방역서비스(SPRS)는 6개 지부로 나뉘어 방역에 대해 현장 활동을

주도함.

 각 지부내에서 지부장들이 국가동물건강관리자(State Animal Health

Officials)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연락담당관으로써 역할을 수

행함.

 방역서비스(SPRS)를 통해 가축질병 발생시 질병을 통제하고 근절하기 위

해 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평가 및 보상, 감염축의 살처분(안락사), 시체

처리, 세척 및 소독, 추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진단, 긴급 예방 접

종 등의 조치를 취함

.

그림 3. 미국 방역서비스(SPRS)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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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자문위원회(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Animal Health)

 동물 건강에 대한 장관의 자문위원회(SACAH)는 동물의 건강의 문제와 공

공의 우려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농무부장관에 조언함.

 위원회는 지역의 농업부문을 대표하고, 동물복지, 상업적 가축 생산, 소수

민족, 동물의 건강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농업부문을 대표하여 조언함.

 위원회는 공중 보건, 천연 자원의 보존, 축산 경제의 안정성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그림 4. 방역팀(SPRS)의 지역별 관리구역

2.2. 미국 방역 조직의 특성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농무부(USDA) 내에 동식물방역청(APHIS)을 두어

동식물 검역과 가축방역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동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조직으로 농업유통국(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 식품안전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곡물 및 패커관리국(GIPSA: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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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등이 있어 축산업 진흥

과 방역업무는 농무부(USDA)내 별도의 업무부서에서 관리함.

2.3. 미국의 중앙 및 지방 방역 연계 체계(HPAI 사례)

그림 5. 미국의 HPAI 방역관리 조직 구조

○ 동식물검역청(APHIS)은 HPAI 발생시 동물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 책임

기관임.

 동식물검역청(APHIS)은 미국의 수의학 관련 최고 책임조직인 수의국(VS:

Veterinary Service)과 APHIS 비상관리리더십위원회(EMLC: Emergency

Management Leadership Council)에 실질적인 다부처조정기능(MAC:

Multiagency Coordination)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수의국(VS)과 동식물검역청 비상관리리더십위원회(APHIS EMLC)는 동식

물검역청 수준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능을 감독하는 동식물검역청 사건조정

그룹(ICG: Incident Coordination Group)을 설치함.

 동식물검역청 사건조정그룹(APHIS ICG)은 지역본부(AC: Area Command)



- 368 -

또는 현장의 사건사령부(ICP: Incidenct Command Post)와 다부처조정기능

(MAC) 등 사고 대응 작업을 수립하는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협력함.

○ 동식물검역청(APHIS)은 HPAI를 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검역, 이동제한, 역

학 사, 평가 및 보상, 감염축의 살처분(안락사), 시체 처리, 세척 및 소독, 추

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진단, 긴급 예방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함.

○ HPAI 방역대책 추진 시 현장의 사령부에서 지자체 장과 지역의 수의국, 주

동물보건담당과 협조를 통해 방역활동 추진

3. 호주

3.1. 호주 중앙행정기관의 방역조직 체계

3.1.1. 방역 조직의 구성

○ 호주의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연합체를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음. 정부의 방역활동에는 연방정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지구)，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비영리 연합조직인 호주동물보건

연합(Animal Health Australia)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 호주동물보건연합

(AHA)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조직으로 연방

정부, 지방정부 및 축산업 관련 주요 기관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음. 농축산물 검역은 호주검역검사청(Australian Quarantine andInspection

Service: AQIS)이 전담하고 있음.

○ 호주 농림수산임업부(DAFF)

 농림수산임업부는 호주의 농업, 식품, 어업 및 임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2개의 국과 2개의

실, 1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방역을 담당하는 곳은 동물생물보안국

임.

 2013년 총인원은 478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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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국(OCVO)

 OCVO(The Office of the Chief Veterinary Officer)는 식물보호실과 수석

과학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또한 질병 관리 및 복구 전략에 대한 역학적 조언을

제공함.

○ 호주동물보건연합(Animal Health Australia: AHA)

 호주동물보건연합(AHA)은 증가하는 방역수요에 부응코자 1996년 호주동

물보건위원회(Australian Animal Health Council Limited)로 발족되어

2000년에 현재 명칭으로 개명됨. 2011년에는 호주 정부, 주 및 지역 정부,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 및 32개 회원 단체을 갖추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음. 긴급가축질병대비 프로그램(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

Program) 등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홍보, 방역사업을 수행함. 정

부 또는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실행하는데 필

요재원은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연방정부주 정부 및 축산업계에서

각각 1/3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호주검역검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기본 임무는 검역, 수출농산물 검사 및 인증서 발급, 유전자 조작 물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규제, 검역 관련 국제협력 등임. 연방 본부에 4개 부서와

각 주에 지소(8개소)를 운영함. 총 4개의 부서가 있는데 감독부는 규정준수

를 위한 조사 및 예찰활동을 수행함. 식육검사부는 수출육류가공공장에 대

한 검역 검사 및 검역정책 개혁을 담당함. 검역 및 수출업무부는 수출입

육류의 검역을 담당함. 홍보부는 언론매체, 일반인의 질의사항 해결, 출판

및 일반 검역 홍보를 담당함. 연방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검역 관련 정책수

립 책임이 있는 반면에 주 정부는 검역 및 수출검사 업무의 집행기구였음.

2012년 부터 DAWR 산하 Biosecurity로 통합되었음.

○ 동물생명 보안국(Biosecurity Animal: BA)

 동물을 위한 무역 및 시장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품의 위험 분

석을 실시하며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호주의 동물 질병 예방을 강화

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함.

3.3.1.2. 긴급 가축질병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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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경우 긴급가축질병 발생 시 호주 전역의 주/지구에서의 초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전문조직으로 신속대응팀 (Rapid Response

Team: RRT)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신속대응팀(RRT)은 2004년에 발족

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현재 약 50명의 긴급가축질병 대응을위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정부조직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가축질병대응 기간 동안 중앙통제센터의 핵심 조직으로 직책을 부여받게 되

며 질병의 규모에 따라 개인, 소규모팀, 전체팀으로 관할구역에 투입되게 됨.

○ 호주는 각 지역별로 경계를 두어 차단방역을 실시함. 크게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함.

그림 6. 호주의 차단방역 지역별 경계도

3.3.2. 호주 방역조직의 특성

○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농수산식품부내에 수의국을 두어 가축방역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농수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은 동물생명보안국(DA)에서 수행하고 있으

며 방역,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수의국에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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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식물병해충 예

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

호)와 제34조(통계 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

도 본 설문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는 꼭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연구책임기관: 한국농업경제학회

 연구책임자: 박재홍 영남대학교 교수(010-6720-2065, j-park@ynu.ac.kr)

 조사담당자: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010-9957-3661, hseungj@cnu.ac.kr)

응답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응답자 담당업무 업무경력(연수)

소속기관 및 부서
기관:

부서:
E-mail

주소

소속기관 유형
① 정부기관 공무원     ② 연구소/대학    ③  산업계

④ 기타 (                      ) 

■ 조사의 목적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농산물 교역이 증가하면서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식

물병해충 검역 및 예찰·방제에 있어서 관련업무가 농식품부(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초동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관 간 강력한 협업추진으로 국가단위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

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정책방향 수립

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의 응답방법

  본 조사는 이메일 조사이므로 현재 보고 계시는 조사표(HWP)에 색깔음영(①), 굵기(①), 기

울임(①), 밑줄(①), 추가적인 표시(① √) 등 회수 이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든 응답한 후 그대로 저장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되오며, 출력하신 이후 종이 설문지에 직접표

시하시고 스캔이나 팩스(042-821-7977)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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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별 항목에 대한 체크보다는, 항목간의 차이를 두어 상호비교의 의미를 담아 체크해 주세요)

Q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인력 및 예산 지원 ③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④ 식물방역법 등 법제체계 개선 ⑤ 연구개발확대 ⑥ 민·관·학 협력관계 구축

⑦ 식물병해충 전문가 양성 ⑧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⑨ 기타 : 

Q3.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조직 체계 중 어떤 것이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가장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현행 시스템 유지

② 식품안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들의 통합 조직

③ 관련 기관들은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기능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총괄조직(컨트

롤타워)  신설

Q4. 귀하께서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병해충 정보를 통합 관리

하며,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총괄조직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①) ----------------------------- 매우 필요하다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총괄조직을 신설할 경우 해당 조직을 어느 기관에 두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농식품부 ② 농촌진흥청 ③ 산림청 ④ 농림축산검역본부 ⑤ 별도의 기구

PART A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일반 사항

전혀 문제가 없다 (①) ------------------- 매우 문제가 많다 (⑦)
신속한 초기대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각지대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군

행정력 동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력과 예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민·관·학
협력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문가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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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청 현장조직 등 지방(하부)조직

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충분한 예산 지원 ② 전담 인력의 확보

③ 중앙의 지방조직 지원 강화 ④ 지자체 행정조직(농정과, 산림과 등)과의 협조체계

Q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총괄조직이 필요한 경우 총괄조직이 우선(단기)적으

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정보의 통합 및 분산 ② 조직 및 기능의 통합

③ 강력한 행정명령 체계 확립 ④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간 협조체계 구

축

⑤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Q8.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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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물안보체계 구축을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 세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각 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시고,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PART B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

목표 절대
중요

확실히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목표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
충 관리시스템 
구축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
충 관리시스템 
구축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
라 확충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
라 확충

목표 주요내용

① 국가단위 통합 식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 현행 분산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괄조직을 중
심으로 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국가 단
위 대응체계 구축

② 해외병해충 유입 대
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

▶ 지속적으로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효율적 
예찰·방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③ 국제협력 강화 및 인
프라 확충

▶ 효율적인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해외병해충 정보 수집 및 국내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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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물병

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②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예찰체계 구축, ③ 예찰

방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을 설정하였습니다.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각 세부 추진과제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시고,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Q11.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예

찰 및 위험평가에 따른 공동방제체계 구축, ② 국가단위 위험평가체계 구축, ③ 민관합동 국

가진단네트워크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추진과제 절대
중요

확실히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추진과제

① 총괄기능 확충 ② 통합 예찰체계
   구축

① 총괄기능 확충 ③ 예찰방제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② 통합 예찰체계
   구축

③ 예찰방제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추진과제 주요 내용
① 식물병해충 통
합관리를 위한 총
괄기능 확충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병해충별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괄기능 가진 조
직체계 구축
▶병해충 검역·예찰·방제 총괄 평가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② 고위험 병해충 
중심의 통합 예찰
체계 구축

▶국가병해충 예찰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단절에 따른 비
효율성 극복
▶기관별 예찰기능 강화 및 수출입관련 고위험병해충에 대한 통합 예찰 및 관리
조직, 관리기준 등 명확화

③ 예찰방제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총괄조직이 병해충 진단/예찰/
발생정보를 통합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등)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예찰 및 위험
평가에 따른 공동
방제체계 구축

▶예찰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기관별 또는 합동 방제 
추진
▶예찰 방제 총괄조직에서 총괄 평가 및 조정 실시

② 국가단위 위험
평가체계 구축

▶각 기관 간 예찰·방제 및 위험평가 협력을 위한 공동 기준 마련
▶검역·예찰·방제 등의 통합적인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단위 위험평가
조직 구축

③ 민관합동 국가
진단네트워크 구
축

▶예산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별 선도농가나 지역 대학의 식물병리, 응용곤
충 등 관련 전공자를 활용하는 국가진단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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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 추진과제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시고,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Q12.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물병해충 전문 인

력 양성, ②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③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시스템 구축

을 설정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각 세부 추진과제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시고,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십

시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진과제 절대
중요

확실히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추진과제

① 공동방제체계
   구축

② 국가단위 위험
   평가체계 구축

① 공동방제체계
   구축

③ 민관합동 국
가진단네트워크 
구축

② 국가단위 위험
   평가체계 구축

③ 민관합동 국
가진단네트워크 
구축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식물병해충 전
문 인력 양성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② 식물병해충 예
찰·방제 R&D 확
충

▶병해충 진단, 예찰, 방제, 소독 등 주요 분야별 첨단 R&D 기술개발

③ 해외병해충 정
보수집 및 예측시
스템 구축

▶해외의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국내 발생 예측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절대
중요

확실히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추진과제

①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

②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① 식물병해충
   전문 인력 양성

③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
 시스템 구축

②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R&D 확충

③ 해외병해충
 정보수집 및 예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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