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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 이후 전남 무안, 전북 김제, 충남
천안･아산 등 서해안의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AI
발생이 집중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7차로 과거 1~6차 발생과 비교할 때
최단 기간 최대 매몰처분 마릿수를 기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 연구원은 원내 축산 부문 전문가
와 외부의 수의 부문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이번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
으나,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국내의 AI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검역본부 및 지자체 방역 담당자에게 감사
드린다.
2017.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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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 현재 가금류 3,781만 마리를 매몰처분하였다. 전국 10개 시･도 49개 시･군
379개 농가에서 AI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HPAI는 산란계와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로 H5N6형(H5N8형 13건) 바이러스로 국내에
서는 처음 발생한 종류이다. 금번 AI는 2016년 11~12월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2월에는 진정 국면이었으나, 2월 하순부터 H5N8
형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2,090억 원(2월 5일 기준)에
달해 AI 발생에 따른 피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2016/17년 HP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계측하고,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방역 체계의 주요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 예찰
및 발생 초기 대응 측면에서,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백신 개발 관련 R&D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최초 전파 원인인
철새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농장에 대한 AI 사전 예찰이 미흡하고, 계란 수집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상 방역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AI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AI 진단이 지연됨에 따라 확산 방지가
미흡하였으며, 현행 AI 위기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사전적인 방역활동 준비와 소독시설 준비 등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번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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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AI 예찰이 미흡
하였으며, 농장의 방역 기준 준수도 매우 저조하였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대부분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으로 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AI가 집중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중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매몰 인력의 부족
으로 살처분･매몰이 지연되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금류의
실소유주인 계열화사업자들의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방역 조직 및 방역 인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중앙 방역 조직이 축산진흥 업무와
규제적 성격인 방역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점을 드러
냈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방역 인력은 일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처우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방역활동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AI 방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일본의 ‘사양위생
관리기준’과 같이 농장의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가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농장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도축단계에서 AI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독제의 효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대학, 연구기관, 농식품부(검역본부)
의 협력 강화를 통해 AI를 최초로 전파하는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계란수집차량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계란인수도장을
설치하는 등 가금류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AI 발생 시 대응 강화를 위해 AI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AI 간이항원진단키트도 일반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I 위기 경보단계는 현행 4단계에서 2단계(관심 → 심각)로 조정하고,
AI 위험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에 한계가 있는 농가의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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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규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이 소홀한 농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재입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 방역이 취약한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가금 사육 휴지기
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농가의 신속한 조기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방역 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의 방역 책임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가축방역기금(방역부담금)의 설치를 검토하고, 특히 살처분 보상금의 수혜
자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정책국 외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방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신속하고 상시적인 방역을 위해 현장성이 높은 방역 기능은 농식품부에서 농림
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방역인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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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이하
AI로 표기함)가 2016년 11월 16일 국내 발생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됨. AI 발생에
따른 피해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3월 31일 기준, AI 양성 확진 농장은 379개소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938개 농장의 3,78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됨. 살처분된 마릿수
기준으로, 산란계가 2,517만 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리가 332만 마리,
메추리가 301만 마리임.
○ 과거에도 AI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음. 2003/04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후 2006/07년, 2008년, 2010/11년, 2014/15년, 2016년
(3~4월) 발생하였음.
- 특히 2014/15년에 HPAI가 발생했을 때는 809개 가금 사육농가의 1,397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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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2,381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
었음(농림축산식품부).
○ 과거 AI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였으나, AI 발생을 막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회, 언론 등 AI 방역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 가축
방역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AI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AI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 중임.
○ 따라서 AI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AI
방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AI 방역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계측하고,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AI 발생 예방
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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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과거의 AI 발생 현황과 원인
- 2016/17년 AI 발생 현황과 원인
- 외국의 AI 발생 현황
○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 AI 발생에 따른 가금 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 계측
○ AI 방역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AI 발생 전 예방 미흡
- AI 발생 시 대응 미흡
-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 미흡
-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 지원 체계 개편 필요
- 중앙 방역 조직 비효율 및 지역 방역 인력 부족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 AI 방역 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AI 발생 시 대응 강화
-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
-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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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AI 방역 제도 개선 T/F 운영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원 내 ｢AI 방역 제도 개선 TF｣를
운영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가축방역 제도 개선 T/F｣와 공동으로 개선 과제와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함.
- TF 운영 기간: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1월 31일
- TF 구성원: 10명
<표 1-1> AI 방역 제도 개선 T/F 구성원 및 주요 역할
구성원

부서

주요 역할

지인배 연구위원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TF 총괄
∙지역 및 농장 단위 차단방역(AI 대책)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허 덕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AI 대책)
∙일본 AI 방역 체계 출장 조사

우병준 연구위원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실

∙현장 주체의 방역 책임 강화(AI 대책)

송우진 연구위원

FTA이행지원센터

∙가금산물 유통 개선(AI 대책)

김현중 전문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축산실

∙AI 고위험지역 관리 강화(AI 대책)
∙AI 방역대책 상황 현장 점검

김원태 전문연구원

〃

∙농장 시설 개선(AI 대책)

김형진 연구원

〃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AI 방역대책 상황 현장 점검

서강철 연구원

〃

∙AI 방역대책 상황 현장 점검

정세미 연구원

〃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AI 방역대책 상황 현장 점검

지선우 연구원

〃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AI 방역대책 상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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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내 T/F 활동을 통해 AI 방역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
부 가축방역 제도 개선 T/F에 전달함.

2.2.2. 외부 전문가 활용
○ AI 방역 체계 개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수의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함.
<표 1-2> 외부 전문가 활용
외부 전문가

소속

원고 주제

김재홍 교수

서울대 수의과학대학장

∙R&D 및 과학적 대응 시스템 구축

권혁준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AI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모인필 교수

충북대 수의학과

∙AI 발생 시 방역 조치 개선

손영호 대표

농업회사법인(주)반석LTC

∙AI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

2.2.3. 정책 워크숍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 방역 제도 개선 T/F｣와 농림축산식품부 ｢AI 가축
방역 제도 개선 T/F｣ 공동으로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워크숍을 개최함.
- 기간: 2017년 1월 9일(월)~1월 11일(수)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사무소
-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T/F 구성원 5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F 구성원
8명, 외부 전문가 4명
○ AI 방역 제도 10대 개선 과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F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개선(안)에 대해 토론함. 정책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AI 방역 체계 개선(안)을 수정･보완함. AI 방역 제도 10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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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전 사전 예방: 농장시설 개선, AI 고위험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및 농장
단위 차단방역 체계 확립, 가금산물 유통시설 및 유통체계 개선
- 발생 후 확산 방지: AI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대응 강화 방안, 발생 지역 방역 조치 개선
- 추진 체계 및 R&D: 현장 주체의 방역 책임 강화, 소독제･백신 등 R&D 및
과학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과 범정부 협력 강화

2.2.4. 정부의 AI 방역 대책 수립 지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말부터 AI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책 수립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방역 대책 자료 작성, 방역 대책 토론회 참석 및 발표
등의 요청이 있어,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와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함. 다음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대책 수립 지원 활동을 통해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보완해 나감.
- 산란계 적정 사육 밀도 조정에 따른 농가 매출 변화 분석(2017. 1. 9.)
- AI 발생에 따른 가금 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액 산출(2017. 1. 19.)
- AI 발생에 따른 가축 방역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살처분 보상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회의 참석(2017. 2. 4.)
- 가축 방역 체계 개편 방안(AI) 전문가 간담회 회의 참석(2017. 2. 23.)
- AI 방역 대책 정책 자문 자료 작성(2017. 3. 2.)
- 가축 방역세 신설 관련 관계 기관 업무협의회 주제 발표(2017. 3. 8.)
- 방역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2017. 3. 9.)
-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대토론회 참석(2017. 3. 17.) 등

2.2.5. 농정포커스 2회 발간
○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이슈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을 농정포커스로 2회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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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이 가금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 제목으로 농정포커스(141호)를 발간함.
- 발간 일자: 2017. 1. 5.(목요일)
- 주요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 가금산물 산지가격
동향, 매몰처분 정도에 따른 가금산물 가격 전망, 요약 및 제언
○ AI 방역 정책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 제목으로 농정포커스(143호)를 발간함.
- 발간 일자: 2017. 3. 10.(금요일)
- 주요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과 문제점, AI 방역
정책 개선 방향

2.2.6. 일본 출장 조사
○ 국내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의 AI 방역 체계를 조사함.
- 출장 지역: 일본 도쿄 및 아오모리 현
- 방문 기관: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 축산국, 동물위생연구소), 환경성, 아오
모리 현(농림수산부, 가축보건위생소), 일본양계협회, aT 도쿄지사
- 기간: 2016. 12. 25.(일요일) ~ 12. 29.(목요일)
- 출장자: 허덕 선임연구위원 외 농림축산식품부 AI TF 구성원 5명, 관계
기관 전문가
- 조사 내용: AI 발생 시 대응 체계, 평상시 질병 관리 체계,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농가 보상 및 지원 제도, 지자체 방역 체계, AI 발생 전후 현장
방역 추진 방식, 농가 관리 방식, 소독시설 운영 실태, 방역상 계열업체 및
양계협회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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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산업연관분석 및 축산관측모형 활용
○ AI 발생에 따른 가금 산업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금 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관측본부의 축산관측모형을 활용함.

제

2

장

AI 발생 현황과 원인

1. HPAI의 개요1

1.1. AI의 정의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남.
○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로 구분됨. 이 중 HPAI는 위험도가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도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함.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 제1장,
제 2장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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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러스의 특성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는 Orthomyxoviridae[오르토믹소바이러스]과(科,
Family), A형 Influenza virus 속(屬, Genus)으로 분류되며, negative sense RNA 바
이러스로서 다른 종류의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
(segment)로 구성됨.
○ 이들은 혈구응집소(hemag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 6개의 내부유전자(internal gene)로 구분
됨.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부위에 특정한
병원성 관련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간주되고 있음. 감염숙주
특이성과 관련이 가장 많은 유전자는 HA 및 NA 유전자이나 다른 내부 유전자
들도 복합적으로 관련됨.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3종(A, B, C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칠면조･
야생오리･돼지･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됨.
○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HPAI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임. 그러나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
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전파(interspecies transmission)가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
류로 전파되어 왔을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 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4차례(1~4차) 모두 H5N1형이었
으며, 2014(5차), 2016년(6차)에는 H5N8형이 새롭게 발생하였음. 이번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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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닭에서의 병원성은 100%로 예년과
동일하였으나 평균 치사시간은 과거의 경우 2~3일이었음. 2014년에는 4.5일로
늘어나 전파가능 시기가 증가함. 오리에서는 2008년과 2010년/2011년 당시
폐사율이 100%였으나, 2014년에는 폐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바이러스 배출기간은 유사하게 나타남.

1.3. 전파 방법
○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는
10만 내지 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음.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
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
하여도 전파될 수 있음.
○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 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 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
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함.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
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1.4. 주요 임상 증상
○ 닭이나 칠면조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음. 야생조류나
야생오리류 등은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지만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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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감염이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닭의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로 이어지는데, 이때 폐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뚜렷이 관찰되며 보통
폐사 시작부터 50%의 폐사율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육형태에 따라 다르나 약 4~5일
이 소요됨.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
(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
상도 관찰됨. 심급성(peracute)으로 폐사할 경우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음.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음.
<그림 2-1> 닭･오리의 주요 임상증상

사료를 먹다가 폐사한 닭의 모습
벼슬에 청색증이 있으며 연란을 생산

수양성 설사를 하고 폐사축 발생

○ 산란 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 사료 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냄. 육용오리의 경우,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면 의심해야 함.
○ 외국에서 발생한 HPAI와 달리 국내의 경우,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골격근의
반상출혈 소견이 종종 관찰되기도 함. 산란 중인 닭에서는 심한 난포의 파열과
충･출혈이 항상 동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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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HPAI 발생 현황과 원인

2.1. AI 발생 현황
2.1.1. 2016/17년 AI 발생 현황
○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였음. 이후 전남 무안, 전북 김제, 충남 천안･아산, 경기 양주･
포천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
○ 금번 HPAI 발생 혈청형은 기존에 발생했던 유형(H5N1, H5N8)과 다른
H5N6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임. H5N6형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과
빠른 전파력을 가지며,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오리에서 상당히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특히, 야생조류에서는 총 65건이 발견(야생조류 45건,
분변 20건)되었으며, 2개 유형(H5N6 52건, H5N8 13건)이 검출됨.
○ 이번 7차 HPAI(2017. 3. 31. 기준)는 10개 시･도, 49개 시･군에서 발생하였음.
발생 농장은 379농가이며, 현재까지 매몰처분된 가금류 마릿수는 3,700만
마리를 상회함. 이번 7차 HPAI의 발생은 과거 1~6차 발생과 비교하면 최단 기간
최대 매몰처분 마릿수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2017. 3. 31. 기준) 매몰처분된 가금류 마릿수는 총 3,781만 마리임.
그 중 산란계는 2,517만 마리(전체 사육의 36.0%), 산란종계 43.7만 마리
(51.5%), 오리 332만 마리(37.0%)가 매몰처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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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류 매몰처분 마릿수(2017. 3. 31. 기준)
단위: 만 마리
구분

닭

매몰처분 마릿수
(사육 대비 %)

3,148
(20.3)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토종닭

2,517
(36.0)

44
(51.5)

417
(5.5)

오리
332
(37.9)

메추리 등
301
(2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홈페이지(http://www.mafra.go.kr/FMD-AI/main.jsp: 2017. 2. 13.).

<그림 2-2> 2016/17년 7차 HPAI 발생 지역 현황(2017. 3. 31.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홈페이지(http://www.mafra.go.kr/FMD-AI/main.jsp: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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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7년 HPAI는 2016년 11~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2월 말 부터는
하루에 1~3건 정도 발생하다가 2017년 1월 중순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함.
1월 말~2월 중순까지는 진정세를 보였으나 2월 하순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3월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함.
<그림 2-3> AI 양성 농장 건수 추이

<그림 2-4> AI 양성 농장의 살처분 마릿수 추이

주: AI 양성 농장의 살처분 마릿수에는 예방적 살처분(AI 음성 농장) 가금류 약 1,225만 마리는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3. 3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3. 31.).”

○ 지역별 AI 양성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북이
85건, 충남이 62건, 전북이 46건, 전남 36건, 세종 17건 순임. 가금류 살처분
마릿수는 총 3,781만 마리(3월 31일 기준)이며, 이 중 경기도가 1,588만 마리로
42.0%를 차지함.
- 시･군 기준으로는 음성군이 47건으로 AI 양성 건수가 가장 많고, 천안시가
43건, 진천군이 26건, 안성시가 25건, 포천시가 24건, 정읍시가 22건, 이천
시가 21건, 세종시가 17건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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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지역별 AI 양성 건수

<그림 2-6> 지역별 살처분 마릿수

c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3. 31.).”

○ 축종별 AI 양성 건수를 보면, 379건의 AI 양성 농장 중에서 산란계 농장이
153건으로 가장 많고, 육용오리 농장이 123건, 종오리 농장이 34건, 토종닭
농장이 25건, 육용종계 농장이 17건임. 육계의 경우 6개 농장에서 AI 양성
판정을 받아 다른 축종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음.
<그림 2-7> 축종별 AI 양성 건수

<그림 2-8> 축종별 살처분 마릿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3. 31.).”

17

2.1.2. 과거 AI 발생 현황
가. 발생 상황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2003년 12월(1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
었고, 이번 7차 AI가 발생 전까지 국내에서 총 6차례 발생하였음.
- 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였으며, 바이러스 혈청형은 H5N1형(1~4차),
H5N8형(5~6차)이었음.
○ 과거 H5N1형 바이러스 피해는 3차(2008년) 발생이 가장 컸으며, 총 19개
시･군에서 33건의 HPAI가 발생함. H5N8형 바이러스는 5차(2014/15년) 발생이
가장 컸으며 19개 시･군에서 38건의 HPAI가 발생함.
- 3차(2008년) HPAI는 기간 대비 가장 많은 살처분 마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2일 동안(4월 1~22일) 전북, 전남, 경기, 전북, 충남에서 총 20건이 발생
하였음.
○ AI 발생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2014/15년임. 이 때 669일 동안
AI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809개 농장의 가금류 1,397만 마리가 매몰 처리되
었고, 살처분 보상금을 비롯하여 2,381억 원의 재정이 소요됨.
- 2016년 3월 23일에 발생한 6차 AI는 13일 만에 종료되어 피해 규모가 가장
작았음.
○ 4차(2010년) HPAI 발생은 25개 시･군에서 총 53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임.
○ 대부분의 HPAI는 겨울철(10~12월)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나, 3차(2008년)와
6차(2016년 3월) 발생은 봄철(3~4월)에 처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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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과거(1∼6차) HPAI 발생 현황
구분

시기

1차

2차

3차

(’03. 12. 10. ∼ ’04. 3. 20.)

(’06. 11. 22. ∼ ’07. 3. 6.)

(’08. 4. 1. ∼ 5. 12.)

(102일)

(104일)

(42일)

10개 시･군 19건

5개 시･군 7건

19개 시･군･구 33건

(닭 10, 오리 9)

(닭 4, 오리 2, 메추리 1)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지역 및 건수

매몰처분

∙392호

∙460호

∙1,500호

∙528만 5천 수

∙280만 수

∙1,020만 4천 수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04. 9. 21.

’07. 6. 18.

’08. 8. 15.

874억 원

339억 원

1,817억 원

4차

5차

6차

(’10. 12. 29.∼5. 16.)

(’14. 1. 16.∼’15. 11. 15.)

(’16. 3. 23.∼4. 5.)

(139일)

(669일)

(14일)

청정국 지위 회복
재정 소요액
구분

시기

지역 및 건수

매몰처분

혈청형

25개 시･군 53건

19개 시･군 38건

2개 시･군 2건

(닭 18, 오리 33,

(닭 16, 오리 21,

* 예방적 매몰처분, 역학 관련 등

메추리 1,꿩 1)

거위 1)

총 2건 양성

∙286호

∙809호

∙5호

∙647만 3천 수

∙1,397만 2천 수

∙1만 2천 수

H5N1형

H5N8형

H5N8형

청정국 지위 회복

’11. 9. 5.

’16. 2. 28.

’16. 8. 18.

재정 소요액

807억 원

2,381억 원

4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홈페이지(http://www.mafra.go.kr/FMD-AI/main.jsp: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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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유입 및 감염 경로2
○ 2003년부터 발생한 1∼6차 HPAI의 국내 유입 및 감염 경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HPAI 발생 역학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거 HPAI 바이러스는 철새에 의하여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HPAI 발생국을 여행한 사람 또는 이들 국가
에서의 양계농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철새 도래지 인근 닭, 오리, 메추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하였고, 철새의
남하 및 북상 시기와 발생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철새 도래지의
겨울 철새 분변에서 HPAI 바이러스 분리와 H5 항체가 검출됨.
○ 농가 간 또는 지역 간 전파는 감염 개체의 이동에 의한 직접 전파보다는 대부분
차량 기구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됨.
- 임상병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HPAI가 최초로 유입된 것으로 2003년
10월 말∼11월 초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으로 추정되며, 이후 종오리 농장과
관련된 닭과 오리 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3차(2008년)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요인 및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사료차량, 출하 유통업자, 닭 수송차량 등을 통한 전파로서
주로 닭･오리 전문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형태임. 둘째, 재래시장에서 오염된
닭･오리 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수집상을 통한 전파로 이는 주로 소규모 사육
가든식당･가정･동물사 등에서 발생한 형태임.

2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 제1장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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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차 AI 발생 원인(중간 역학조사 결과)
2.2.1. 고병원성 AI(H5N6) 발생 역학조사 중간상황3
○ 국내 유입 원인은 겨울철새의 번식지4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함.
- 이번 국내 발생한 H5N6(HPAI)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광동성･
홍콩에서 유행한 H5N6형과 유사하며 국내 발생 AI는 내부 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농장 발생원인은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감염된 철새가 주로 서해안 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킴.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 차량(기구), 소형 야생조수류(텃새 등)
등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림.
○ 현재까지의 발생양상은 철새에 의해 여러 지역(철새 활동범위)이 오염되어
산재되어 있는 오염원이 개별 농장에 기계적 전파･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방역대 내에서 발생농장이 증가하여 기존 방역대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최초 10일) 방역대 15개 → (20일 경과) 방역대 24개 → (30일 경과) 방역대
53개
○ 일부 지역(음성, 진천, 포천 등)의 오염지역 내에서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 등
차량역학이 의심되고, 일부 지역 간에도 차량역학이 확인되어 지역 간 전파도
의심되고 있음.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공기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강조함.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12. 13.) “이번 고병원성 AI(H5N6) 발생 역학조사 중간
상황 ” 참고하여 재구성함 .
4 겨울철새 번식지 :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 몽골 동부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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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 차량(기구), 소형 야생조수류(텃새 등) 등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농장 주변의 오염된 환경에서 축주나 농장방문자가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농장을 방문함.
- 사료･왕겨･약품 등 물품 반입 또는 알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 오염원이 유입됨.
- 농장 인근의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농장이나 축사로 침입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축종별 주요 사항을 보면, 산란계 농장은 현재까지 양성농장이 144개이고,
밀집지역 내 농장에서 발생하면 전체 발생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번 AI 발생 산란계 밀집지역: 포천, 아산, 이천 등
- 산란계 양성농장은 64%(27/42건)가 3km 내에서 발생, 특히 포천은 75%
(9/12건)가 3km 내에서 발생
- 농장 상황은 타축종에 비해 농장 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빈도가 높고,
계란운반차량이 농장 내로 직접 진입하여 계란을 반출함.
- 산란계(5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6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4회, 사료
(32톤) 2회 등)
- 산란계(2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2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1회, 사료
(15톤) 1회 등)
- 육계농장의 경우 3일에 1회 차량출입(사료차량)
- 계란 운반기사가 계란 상차 과정에서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작업하며, 농장
종사자들이 산란계 관리 및 계란 상차를 병행함. 또한, 농장 내에 계분장이
소재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됨.
- 폐사체 및 왕겨 등이 혼재되어 있는 계분장은 계분차량이 빈번하게 출입
하고,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쉽게 유인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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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오리는 현재까지 31개 농장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는데, 금년 발생은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동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나주, 진천
등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농장 상황을 보면 농장에서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하고 있고, 종사자들이
오리 관리, 집란, 종란 운반 등 업무를 병행하고, 업무전환 시 소독조치 등을
하지 않는 사람이 확인됨.
- 플라스틱 난좌 재활용 시 부화장 등에서 혼용되어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음.
○ 육용오리는 현재까지 양성이 103개 농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오리농장이 밀집
되어 있는 음성과 진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농장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농장이 비닐하우스로 그물망 등 설비가 노후하며,
대부분의 농가 출입구에 소독시설은 구비되어 있으나, 농장 경계(울타리)가
불분명하고, 출입차단 표시가 없는 농가도 있음.
○ 검역본부의 현재까지 발생한 HPAI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H5N6형 바이러스를 야생조류와 농가, 농가 간 역학적인 관련성 분석에 활용
하기 위하여 유전형을 5종으로 분류하였음.
- 발생 초기 차이를 보이던 PA 3종류(91.49~94.14%) 및 NS 2종류(96.72 ~
97.33%) 유전자 차이를 근거로 분류
○ 최근 안성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에 발생하였던
H5N8과는 차이를 보이며, 2016년 인도,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의 야생조류
에서 분리된 H5N8 바이러스와 유사하여 야생조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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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H5N6 유형별(임의구분) 현황(2016. 12. 12.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번 고병원성 AI(H5N6) 발생 역학조사 중간 상황(2016. 12. 13.).”

2.2.2. 산란계 농장 중심 HPAI 발생 원인 분석5
가. 산란계 농장의 HPAI(H5N6) 다발 주요 원인
○ 살처분 작업이 까다로운 계사 구조 및 대규모 사육 등으로 살처분이 지연됨.
- 평택시 소재 농장(57만 수)의 경우 15일간 소요, 케이지: 성계동(8단 7열),
육성동(9단 6열)
○ 타 축종에 비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의 빈도가 높음(식란차량).
- 산란계(50만 수)의 경우 1일 6회 차량출입(계란 운반 4회, 사료 2회)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이번 발생 육계 농장의 경우 3일에 1회 차량 출입(사료차량)
○ 농장 구조상 외부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는 구조임.
- 농장 내로 직접 진입하여 계란 반출(발생농장의 74.3%)
- 집란실 입구에서의 식란 상차(발생농장의 74.3%)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산란계 농장의 HPAI(H5N6) 다발원인 분석”을 참고
하여 재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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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으로 외부인이 가축과 직접 접촉함.
- 산란계는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20주령까지 2~3주 간격으로 접종)
○ 난좌, 팔레트 등 필수 기자재의 소독에 어려움이 있음.
- 종이 재질 및 구석진 부분이 많은 기자재로 소독에 취약

나. 산란계 농장 위험요인 분석
○ 양성농장의 차단방역사항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 (식란차량) 발생농장을 방문하는 식란운반차량 200대 중 104대(52%)가
GPS 미조회 및 축산차량 미등록
- 식란운반차량이 농장 내로 직접 진입하여 계란 반출(52호, 74.3%)
- 집란실 입구에서 식란을 상차(53호, 74.3%)
- 식란운반기사가 식란 상차 과정에서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작업(42호, 60%)
- (농장관리)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
- 농장 종사자들이 산란계 관리 및 계란 상차를 병행(47호, 67.1%)
- 발생농장 내 계분장 및 계분처리장 소재(46농가, 65.7%)
- 폐사체 및 왕겨 등이 혼재되어 있는 계분장은 계분차량이 빈번하게 출입
하고,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쉽게 유인되는 시설
○ 철새에 의해 광범위하게 오염된 상황에서 텃새의 감염이 의심되고, 산란계
농장의 계분처리장에 참새 등 텃새 출입이 빈번하여 오염원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산란계 농가 백신접종 프로그램
○ 산란계는 2~3주 간격으로 20주까지 다양한 백신 접종이 있으나, 20주령 이후는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ND(뉴캐슬병)･IB(전염성 기관지염) 혼합백신 접종이나
음수백신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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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에서 백신스트레스는 백신접종행위에 의한 스트레스나 부형제(애주번
트)에 의한 육아종 형성 등이 있음.
- 특히, 세균백신(가금티푸스 등)의 경우 백신 내 미생물이 독성물질로 직접
작용하여 주저앉음, 침울, 산란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함.
<그림 2-10> 산란계 백신 프로그램(예시)

자료: 우화농장 웹사이트(http://www.woohwa.com/page_Byqx55: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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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AI 발생 현황

○ 2016년 이후 전 세계의 59개국에서 HPAI가 발생함. 2016년에는 총 49개 국가
에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44개 국가에서 발생하였음. 바이러스
유형은 대륙별･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OIE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은 총 49개 국가에서 1,089건 발생하였음. 바이러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H5N8형이 25개 국가에서 672건, H5N1형이 16개 국가에서
280건, H5N6형이 6개 국가에서 27건 발생함. H5N2형은 3개 국가에서 33건,
H5N5형은 3개 국가에서 3건, H5N9(4건), H7N1(1건), H7N3(28건), H7N7(2건),
H7N8(1건)형이 각 1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2016년 바이러스 유형별 HPAI 발생국(야생 포함): H5(미얀마, 러시아,
이라크, 일본, 우크라이나, 튀니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H5N1(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부탄, 이라크, 인도, 중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프랑스, 캄보디아, 카메룬, 토고), H5N2(대만,
프랑스, 미국), H5N5(몬테네그로, 이탈리아), H5N6(베트남, 중국, 홍콩,
일본), H5N8(대만, 인도, 크로아티아, 스위스,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란, 핀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이집트, 세르비아, 영국, 나이지리아, 그리스),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1(알제리), H7N7(이탈리아), H7N8(미국)
<표 2-3> 2016년 HPAI 발생 국가 및 발생 건수
구분
국가(수)
발생(건수)

H5

H5N1

H5N2

H5N5

H5N6

H5N8

H5N9

H7N1

H7N3

H7N7

H7N8

소계

9

16

3

3

6

25

1

1

1

1

1

49

38

280

33

3

27

672

4

1

28

2

1

1,089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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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은 현재까지(2017. 3. 31. 기준) 총 44개 국가에서 1,270건 발생한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 H5N8형 바이러스가 35개 국가에서 1,0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H5N1형(12개국 71건), H5N2(1개국
61건), H5N6(4개국 25건), H5N5(6개국 16건), H7N9(2개국 11건)순임.
- 2017년 바이러스 유형별 HPAI 발생국: <사육> H5(러시아,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우간다, 불가리아), H5N1(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니제르, 네팔, 말레이시아, 프랑스), H5N2(대만), H5N5(그리스,
독일, 크로아티아), H5N6(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그리스), H5N8(그리스,
나이지리아, 대만, 독일,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카메룬, 크로아티아, 폴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헝가리, 스페인, 세르비아, 러시아, 이집트), H7N9(중국,
미국), H7(미국)
- <야생> H5(마케도니아, 우간다,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러시아), H5N1(루마
니아, 방글라데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H5N5(그리스, 독일,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H5N6(대만), H5N8(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표 2-4> 2017년 HPAI 발생 국가 및 발생 건수(2017. 3. 31. 기준)
구분
국가(수)
발생(건수)

H5

H7

H5N1

H5N2

H5N5

H5N6

H5N8

H7N9

소계

6

1

12

1

6

4

35

2

44

68

1

71

61

16

25

1,017

11

1,270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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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AI 바이러스는 인체에도 감염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함.
2003년 이후 AI(H5N1, H7N9형) 인체감염 및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은
총 16개국이며 주요 발생국은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순임. 2016년에는 이집트와 중국에서 발생함.
<그림 2-11> 2016/17년 세계 HPAI 대륙별 발생 현황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최근 해외에서의 AI 인체감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H7N9형 바이러스에 의해
총 1,329명이 감염되어 이 중 4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2017. 3. 31. 기준).
2016~2017년에는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총 652명
중 161명이 H7N9형에 감염되어 사망함.
- 2013년 이후 중국 이외에 감염이 발생한 건수는 말레이시아 1명, 캐나다 2명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됨.
- 발생국가(3개국):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 H5N1형 바이러스는 총 856명이 감염되어 이 중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2017. 3. 31. 기준). 2016년에는 이집트에서 10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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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후 주요 발생국의 감염자 수는 이집트 356명, 인도네시아 199명,
베트남 127명, 캄보디아 56명, 중국 53명으로 나타남.
- 발생국가(16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 터키,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지부티, 이라크, 라오스,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캐나다
○ 2014년 이후 H5N6형 바이러스도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 2014년
4월 이후 2016년 12월까지 총 17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10명이 사망함.
발생 국가는 중국이 유일함.
<표 2-5> H7N9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발생국가 수(2017. 3. 31. 기준)
구분

2013년

감염자(명)
발생국가 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58

341

178

132

520

1,329

1

2

2

1

1

3

자료: 세계보건기구(http://www.who.int/en/: 2017. 3. 31.).

<표 2-6> H5N1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2017. 3. 31. 기준)
구분

’03～’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감염자(명)

468

48

62

32

39

52

145

10

856

사망자(명)

282

24

34

20

25

22

42

3

452

발생국가 수

15

5

5

6

7

5

3

1

16

자료: 세계보건기구(http://www.who.int/en/: 2017. 3. 31.).

<표 2-7> H5N6형 AI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2016. 12.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총계

감염자(명)

2

5

10

17

사망자(명)

1

4

5

10

발생국가 수

1

1

1

1

자료: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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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1.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

1.1. 산란계 및 계란
○ 통계청 가축동향 기준 2016년 12월 1일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984만 마리로
2015년(7,019만 마리)보다 소폭 감소함. 반면 6개월령 사육 마릿수는 5,332만
마리로 2015년(5,234만 마리)보다 1.9% 증가함.
○ 이번 AI는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 2017년 3월 30일 기준, 살처
분된 산란계 마릿수가 전체 사육의 36.0%를 차지함. 이동 및 출하 제한 등의
조치는 계란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계란 산지가격 강세로 이어짐.
산란종계 또한 사육 마릿수 대비 51.5%가 매몰 처분되어 2017년 계란 공급과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6년 12월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10개당 1,551원으로 계란 공급 부족과
연말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49.7% 상승하였음. 2016년 1~11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 1,060원보다 46.3%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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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에는 계란 공급 부족과 설 수요로 최고 2,222원까지 가격이 상승
하였음. 이후 계란 수입 조치와 이동 제한 부분 해제 등으로 계란 공급이 일시
적으로 증가하면서 2월에는 계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음. 그러나 3월 개학을
맞아 급식 수요가 증가하였고, 미국에서 AI 발생으로 계란 수입이 중단되면서
계란 가격은 3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됨.
<표 3-1> AI 발생 이후 계란 산지가격 변화
단위: 원/특란 10개, %
구분

1월

2월

3월

2017년(A)

2,188

1,795

1,750

2016년(B)

995

939

917

1,242

1,196

1,198

전년대비(A/B)

119.9

91.1

90.8

평년대비(A/C)

76.2

50.1

46.0

평

년(C)

주: 3월 평균가격은 3월 30일까지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산지 일 평균가격(https://farminfo.nonghyup.com/nafa/index.html, 2017. 3. 30.)

<그림 3-1> 계란 산지가격 추이

자료: 농협중앙회-산지 일 평균가격(https://farminfo.nonghyup.com/nafa/index.html,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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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리 및 오리고기
○ 2014/15년 AI 발생 이후 종오리 입식 증가로 2015년부터 종오리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함. 이로 인해 2015년 하반기 이후 2016년까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함. 오리고기 공급 과잉으로 2016년 3~5월 2차례 종오리 감축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음. 오리고기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2016년 1~11월 오리고기 산지가격은 3kg당 5,000원 대에 머물렀음.
- 계절적 수요가 가장 많은 4~7월에도 2016년 오리 산지가격은 5,000원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7,079원)보다 29.4%(평년보다 32.0%) 낮았음.
○ 2016/17년 AI 발생으로 현재(2017. 3. 27. 기준)까지 325만 마리(전체 사육
마릿수의 37%)가 매몰처분되었음.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6년 11월 말부터 오리 산지가격은 상승하여 12월 하순에는 7,000원을 상회
하였음.
○ 오리고기 가격 상승은 1월 22일까지 이어졌으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월 23일 이후 7,000원으로 하락하였음.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 산지가격은 2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하였음. 3월 평균가
격(27일까지)은 전년 동월보다 49.8% 상승한 7,489원이었음.
<표 3-2> AI 발생 이후 오리 산지가격 변화
단위: 원/3kg, %
구분

1월

2월

3월

평년

6,056

6,064

6,516

2016년

5,097

5,000

5,000

2017년

7,142

7,114

7,489

전년 대비 증감률(%)

40.1

42.3

49.8

평년 대비 증감률(%)

17.9

17.3

14.9

주: 3월은 27일까지 가격임.
자료: 한국오리협회-생체오리가격(http://www.koreaduck.org/index.asp,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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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오리 산지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오리협회-생체오리가격(http://www.koreaduck.org/index.asp: 2017. 3. 30.)

1.3. 육계 및 닭고기
○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계열업체 간 시장 점유율 경쟁 심화로
닭고기 공급이 과잉되어 육계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였음. 2016년 1~5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 기간 대비 11.0%, 평년 대비 23.6% 하락함.
○ 2016년 5~6월 공급 과잉에 따른 민간 자율 수급 조절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6~11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 기간보다 상승함. 산지
가격 상승과 연말 특수로 11월 육용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AI에 의한
육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12월 닭고기 생산은 전년보다 늘었음. 닭고기 생산
증가와 수요 감소로 12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 동월보다 하락함.
○ 2016년 총 도계 마릿수는 9억 9,252만 마리로 2015년보다 2.6%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6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513원으로 2015년 대비 2.0%
상승하였음. 이는 6~10월 도계 마릿수 감소와 11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다큐 방영에 따른 닭고기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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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과 종란 폐기, 이동 제한에 따른 병아리 입식
제한 영향으로 2017년 1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하였음.
그러나 AI 발생으로 2017년 1월까지 닭고기 수요 감소가 지속되어, 1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하락함.
- 2017년 1월 도계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한 6,887만 마리였음(평년
동월 대비 6.5% 증가).
- 2017년 1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27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하락
하였음(평년 동월 대비 15.9% 하락).
○ 종계 살처분과 병아리 입식 제한 영향이 지속되어, 2017년 2~3월 도계 마릿
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감소하였음. 2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1.8%
감소한 6,222만 마리였으며, 3월은 10.4% 감소한 7,421만 마리로 예상됨.
- 2017년 2~3월 도계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1억 3,643만 마
리로 추정됨(평년 동월 대비 9.5% 증가).
○ 2017년 2~3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2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9.5% 상승한 kg당 2,008원
이었으며, 3월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6.5% 상승한 2,147원임.
<그림 3-3> 육계 산지가격 변화

자료: 농협중앙회-산지 일 평균가격(https://farminfo.nonghyup.com/nafa/index.html,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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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2.1 산란계 및 계란
○ 2017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6년 하반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2015년보다 증가하였으나 AI 발생으로 산란계 2,517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산란종계 또한 43만 7,000마리가 살처분 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6
- 3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는 4,343만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20.0% 감소하였고, 4월과 5월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13.7%,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3-3>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만 마리, %
구분

3월

4월

5월

2017년

4,343

4,629

4,729

2016년

5,429

5,361

5,293

증감률

-20.0

-13.7

-10.7

주: 3월 사육 마릿수와 4~5월 사육 마릿수는 각각 통계청 자료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자료를 활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F); 농업관측
본부 3월 전망치.

○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감소로 당분간 계란 산지가격은 높게 형성될 전망임.
4~5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55.5~76.2% 상승하고, 평년 가격보
다는 11.3~26.2% 상승한 1,500~1,700원으로 전망됨(축산관측 2017년 3월호산란계).

6 살처분 마릿수는 2017년 3월 30일자 기준임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 구제역 ･조류인
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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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수입이 진행되었던 미국과 스페인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3월 6일
이후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 수입이 중단됨. 계란 수입이 계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계란 수입 중단 조치로 4~5월 계란 가격은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2.2. 오리 및 오리고기
○ 이번 AI 발생으로 오리 살처분 마릿수는 325만 마리임(2017년 3월 27일 기준).
이 중 종오리의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종오리(2016년 12월 통계청 발표 기준)
사육 마릿수의 59.0%인 42만 마리였으며, 육용오리 살처분 마릿수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의 38.3%인 283만 마리였음.
○ 종오리 매몰처분 마릿수의 증가는 육용 병아리 입식의 감소로 이어져 2017년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2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48.6% 감소한 535만 마리였으며,
도축 마릿수 감소는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종오리는 육용오리를 생산하는 오리로 6개월간 사육한 이후 산란이 가능하며,
산란 후 육용오리가 도축되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되므로 종오리 사육 마릿
수의 감소는 향후 3개월 이후의 도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3개월
이후의 전망을 위해서는 종오리 마릿수 가정을 통한 추정이 필요함.
○ 종오리 42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추가적인 종오리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2017년 3~6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 기간보다 3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5~67.5%
(평년 대비 25.5~33.5%) 상승한 7,800~8,300원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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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오리 도축 마릿수와 산지가격 전망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도축마릿수
(천 마리)

2,852

2,499

3,687

3,769

4,013

4,173

(5,300)

(4,679)

(5,834)

(6,491)

(6,903)

(6,875)

전년대비
증감률(%)

-50.0

-47.2

-36.6

-39.8

-44.0

-37.3

(-46.2)

(-46.6)

(-36.8)

(-41.9)

(-41.9)

(-39.3)

산지가격
(원/3kg)

7,142

7,114

7,400∼7,900

8,000∼8,500

8,100∼8,600

8,000∼8,500

(6,056)

(6,064)

(6,516)

(6,203)

(6,185)

(6,216)

40.1

42.3

48.0∼58.0

60.0∼70.0

62.0∼72.0

60.0∼70.0

(17.9)

(17.3)

(13.6∼21.2)

(29.0∼37.0)

(31.0∼39.0)

(28.7∼36.8)

전년대비
등락률(%)

주 1) ( )는 평년과 평년대비 증감률임.
2) 3월 이후는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실적); 한국오리협회(산지가격).

2.3. 육계 및 닭고기
○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와 AI 피해를 고려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7년 3~7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2016년 동 기간보다 8.8%
낮을 것으로 추정됨.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8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추정됨.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낮아 2017년 4~6월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는 2016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4~6월 도계 마릿수는 2016년 동 기간보다
9.5%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2.8% 증가한 2억 3,370만 마리로 전망됨.
○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17년 4~6월 닭고기 공급량은 2016년보다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 닭고기 공급량 감소로 2017년 4~6월 육계 산지가격은 2016년
동기간보다 26~42% 상승한 kg당 1,700~1,900원으로 전망됨(평년 동 기간보다
7~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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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7년 4~6월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산지가격 전망

주: 2017년 1~2월 도계 마릿수 및 산지가격은 실제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실적(http://www.qia.go.kr/livestock/clean/listTcsjWebAction.do?clear=1, 2017. 3. 20.);
농협중앙회-산지 일 평균가격(https://farminfo.nonghyup.com/nafa/index.html, 2017. 3. 30.); 농업관측본부
3월 전망치.

3. AI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산란계,
오리를 중심으로 발생함. 주요 가금류인 산란계, 오리, 육계의 살처분 마릿수
(2017년 3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가금산업 피해액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 가금산업 피해액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
령’에 근거하여 월령별 보상금 기준을 이용하여 추정함.
-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되는 가금류는 존재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보상금을 이용하여 살처분되는 가금류의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AI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하는 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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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오리, 육계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 원으로 추정되며, 산란
계 피해액이 2,227억 원으로 가장 큼.
<표 3-5> 축종별 매몰처분 피해액 추정
단위: 만 마리, 억 원
총 사육 마릿수

살처분 마릿수(3월 말 기준)
산란계

17,872

매몰처분 피해액
2,561

2,227

오리

325

318

육계

518

336

2,880

주 1)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산란계와 산란종계 살처분 마릿수 합임.
2) 오리 살처분 마릿수는 육용오리와 종오리 살처분 마릿수 합임.
3) 육계 살처분 마릿수는 육계와 육용종계 살처분 마릿수 합임.

○ 가금산업의 생산 감소액(살처분 피해액)을 바탕으로 전･후방 연관산업 생산
감소액을 추정함.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지인배 외 2012).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임(지인배 외 2012).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됨.
<표 3-6>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전 ･후방 연관산업 파급영향
단위: 억 원, 명
축산연관산업 생산 감소액(억 원)
가금산업

연관산업

계

부가가치
감소액(억 원)

2,880

3,831

6,711

1,584

고용인력 감소
취업(명)

고용(명)

6,308

1,555

제

4

장

AI 방역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7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미흡

1.1. 농장 단위 차단 방역 미흡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국내 가금 사육농장
에서 발생한 AI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됨.
○ 현행 ｢축산법｣(시행령 별표 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과 ｢가축전염
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2의 4)의 소독설비 설치기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등에는 가축사육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소독 및
방역 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 가금류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에는 모든 가금사육농장에 차량 및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간된 농정포커스(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추진 방향 ”을 수정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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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소독시설, 출입자 방문기록부, 시설 출입구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
장비 전용 고압분무기 등의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 농장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출입자용 별도 작업복･장갑･신발(1회용
포함) 구비 및 차단된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전실, 환풍 시설･배수구 등에 야생동물 차단망 등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 가금농장에 울타리 또는 담장,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등에 대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며, 축사
시설 입구에 전실 대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전실 개념
혼동,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미숙 등 방역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가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가 준수하지 않아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2017년 1월 305대).
○ 일본은 축종별로 ‘사양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위생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병원체 유입방지, 농장 소독, 방역시설 및 장비 관리운용,
가금의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폐사축 발생 시 매몰준비,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출입 기록, 대규모 농장에 대한 추가 조치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농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축산법｣과 ｢가전법｣의 방역시설, 방역기준, 소독방법 등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현장 적용성 및 실
효성이 부족하며, ｢가전법｣과 ｢축산법｣ 간 점검대상이 중복되고 점검절차 및
점검주기가 서로 달라 농가 및 집행 공무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가전법상의 소독시설 설치기준이 ｢축산법｣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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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 못하고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전법｣상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소독방법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법
(약물, 훈증 등)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임.
- 축종과 사육형태별 위험요인이 상이함에도 현재의 방역기준은 이를 고려
하지 못하고 있음.
- ｢가전법｣보다 ｢축산법｣의 점검 대상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가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축산법｣과 ｢가전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다름.
- 방역기준의 경우 점검주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어려움.
<표 4-1> 일본과 한국의 가금 사육 및 방역 관련 기준 비교
구분

일본 사양위생관리기준

국내 기준

위생관리구역 설정

위생관리구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 및 경계
표시

농장 출입구 및 울타리 설치

위생관리구역
병원체 유입 방지

출입구 수 최소화

출입구 수 미언급

사육 가금과 접촉 최소화

접촉횟수 미언급

출입구 부근 소독시설 설치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차량 및 운전사 소독

차량 및 운전사 소독

사육장 출입자 손세척(소독) 및 신발 소독

사육장 출입자 손 및 신발 소독

위생관리구역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농장입구에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가금사육장 전용 신발 비치

축사 동별 전용 작업복 및 신발 비치

당일 다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또는 1주일 내
해외왕래자 출입 제한

관련 기준 없음

다른 축산관계시설 사용물품 반입시 세척 또는
소독

다른 시설 사용물품 관련 기준 없음

2개월 이내 해외 사용 의복 및 신발 반입 금지

해외 사용 물품 관련 기준 없음

급이시설 및 급수시설, 사료 보관장소에 야생
동물 배설물 혼입 방지 조치

사료빈 주위 사료 제거 및 주변 주기적 소독
야생동물 침입 흔적 발견 시 분변 제거 및 즉시 소독

야생동물 배설물 혼입 우려 있는 물 급수시 사전
소독

급수시설 관련 기준 없음

야생동물로부터 병원체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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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일본 사양위생관리기준

국내 기준

야생동물 침입 금지 위해 방조망(그물코 2cm 미
만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 인정되는 것) 설치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입구 그물망 설치

사육장 지붕 및 벽면 손상 발견 즉시 수리 및 쥐
등 구제 조치 강구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 실시

가금사육장 및 위생관리구역 내 시설 및 기구의
정기적 청소 또는 소독

농장 입구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내 신발소독조 설치

출하, 이동 등에 의한 빈 사육장 청소 및 소독
실시

축사 내외부 청소･소독 및 깨끗하게 관리

과밀 사육 금지

과밀 사육 금지

사육 가금 건강 매일 관찰
특정 증상 확인 시 가축보건위생소 신고
가금 및 사체, 축산물 및 배설물 출하 및 이동
금지

사육 가축 매일 관찰
물･사료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확인 시 주의 깊게
관찰

가금 사망률 급증 및 유사증상 개체 증가 시
수의사 진료 또는 가축보건위생소 지도, 가금
출하 및 이동 금지

전염성 질병 감염 의심 시 별도시설 격리 및 수의사
진료 요청 또는 방역기관 신고

가금 반입 시 도입원 농장 질병 발생 상황, 반입
가금 건강 상태 확인
전염병 미전염 확인 시까지 다른 가금과 격리

가축 입식 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
가축 구매자에게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
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

가금류 출하 또는 이동 직전 가금 건강 상태 확인

가축 거래시 이상 없는 건강한 가축만 거래
가축 입식(구입)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

매몰 등 준비

매몰에 필요한 흙(150일령 이상 닭 100마리당
0.7㎡) 확보
화재 준비 조치 강구

｢가전법｣ 시행규칙 제 25조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기록
확보

위생관리구역 출입자 성명, 주소, 소속, 출입
일시, 목적, 1주 이내 해외 체류국가, 축산관계시
설 출입 여부
가금 소유자 및 직원의 해외 체재기간 및 국가
반입 가금 종류, 수량, 건강 상태, 도입원 농장명
및 도입 일시
출하/이동 가금 종류, 수량, 건강상태,
출하/이동 장소 농장명 및 일시
사육가금 이상 유무, 산란 개수 또는 산란 중량
이상 증상 발생 시 증상, 마릿수, 일령 및 이상
확인 장소

농장 방문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일시, 목적, 소독
여부,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 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 가축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
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
제공

야생동물로부터 병원체
유입 방지

위생관리구역
위생 확보

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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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대규모 농장에 대한
추가조치

일본 사양위생관리기준

국내 기준

대규모 농장은 가축보건위생소와 긴밀한 연락관
계인 담당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을 지정하여 정
기적으로 가금류 관련 건강관리 교육 수강

축산법 제33조 2, 3항에 축산업 허가자는 2년 1회
이상, 등록자는 4년 1회 이상 보수교육 의무

대규모 소유주는 농장에서 직원이 특정 증상 발
견 시 소유주 허락 없이도 가축보건위생소에 신
고하도록 규정 및 전직원 전파

관련 기준 미비

주 1) 청소 대상 기구는 사료 급여 시 사용하는 기구(운반용 손수레, 삽 등), 배설물 처리 기구(운반용 카트, 삽 등) 및 중장비
등 사육장 사용 모든 장비
2) 특정 증상 이외 증상은 기운 소실, 설사 등
3) 대규모 농장은 닭 10만 마리 이상, 오리 1만 마리 이상을 의미
자료: 농식품부(2017.). “일본 AI 방역 체계 현지조사 결과 보고”;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 2014년 ｢축사실태조사 연구분석｣에서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 현황이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개선실태 점검이 미흡하였으며, 주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차단방역에 취약한 축사 및 이들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 사육지(김제 용지,
음성 맹동 등)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미진하였음.
- AI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수: (김제 용지 A농장) 410개, (음성
맹동 B농장) 207개, (일본 아오모리 C농장) 7개, (니가타 D농장) 10개
○ 대부분의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리농가의
무허가 축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오리 농가의 71.8%가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55.8%는 모든 사육시설이 무허가
- 종오리(37.8%)와 종계(45.5%) 등의 종축농가는 무허가 축사 보유비율이
다른 축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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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가금류 무허가 축사 현황(2014)
단위: %
구분

육계

종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허가

35.6

54.5

42.4

28.2

62.2

일부 무허가

20.7

20.4

31.2

16.0

24.1

무허가

43.7

25.1

26.4

55.8

13.7

자료: (사)축산컨설팅협회･수원대학교(2014). 축사실태조사 연구분석.

○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5∼9월까지 실시한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 가금류의 무허가 적법화 대상 농가 수는 4,563호로 나타남.
- 완료시기: 1단계 2018. 3. 24. / 2단계 2019. 3. 24. / 3단계 2022. 3. 24.
- 1단계 1,000㎡ 이상(2만 수), 2단계 600㎡(1만 2천 수)~1,000㎡(2만 수), 3단계
600㎡ 미만(1만 2천 수)
- 가금농장의 단계별 적법화 대상은 1단계 2,347호(51.4%), 2단계 442호
(9.7%), 3단계 1,774호(38.9%)
<표 4-3> 가금류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완료시기

2018. 3. 24.

2019. 3. 24.

2024. 3. 34.

축사면적

1,000㎡ 이상

600∼1,000㎡

600㎡ 미만

사육수 수(수)

20,000 이상

12,000∼20,000

12,000 미만

2,347

442

1,774

대상농가 수(호)

자료: 농식품부(2016).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

합계

-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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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독제 효능 문제 및 백신 개발 관련 R&D 미흡
○ AI 소독제는 제품에 따라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거나 유기물이 많은 환
경에서 효능이 저하 또는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따라 소독제
전수검사에서 효능이 미흡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방역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동절기 소독제의 효능문제로 AI 방역
효과가 미흡하였음.
- 소독제 효능에 대한 혼선 해소를 위해 온도별, 유기물 조건별, 현장별 적정
제품과 사용법을 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국내외 시험･연구 자료가 미흡
○ 소독시설 및 장비의 규격 불일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요원 등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출입구 동선 배치 오류, 효력이 의문시되는
소독제를 선정･배포하여 소독효력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차량 내부 운전석, 발매트, 외부 바퀴, 신발 등에 묻은 잔존물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소독제를 살포하는 등 규정된 매뉴얼대로 소독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아 소독효력 저하
○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부 산란계 농가와 방역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백신
사용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백신개발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에 고병원성 AI 백신 생산라인이 없고 유사시 사용 가능한 백신도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고 있고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하고 있음. AI 바이러스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R&D가 필요한
환경임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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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새 대응 체계 운영 미흡
○ 야생조류 상시예찰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철새의 분변･폐사체
및 포획을 통해 철새 등 야생조류의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야생
조류의 AI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초기 대응체계 미흡, 동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시료 채취 시기 및 장소 중복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AI 예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37개소와 집중관리지역 68개소, 환경부는 철새
도래지 30개소에서 철새 분변, 폐사체 및 포획 등으로 시료 채취
- 일부 검사에서 3일을 넘긴 철새의 마른 분변을 시료로 채취하거나 상대적
으로 포획이나 분변 채취가 용이한 종에 대한 검사에 편중되는 등 검사의
정확도 저하
○ 대학 등 연구기관은 분변을 포함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를 즉시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규정이 모호하여 AI 발생 초기 대응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였음.
- 금번 AI 발생 시 정부기관보다 먼저 HPAI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던 건국
대학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체 연구목적으로
실시된 검사였기 때문에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 미적용
○ 야생조류 시료를 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하여 AI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I 검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검출된 AI 바
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후에야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초기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시료를 채취한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분석하지
않고 인근 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하여 검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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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 수집한 주요 지역의 철새 도래 시기, 도래 현황, 철새 종류, AI
검사 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농식품부에 제공되지 못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 관련 정보 구축 및 공유가 미흡하였음(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 농식품부에서 생성된 AI 검사 현황, 양성검출지역 등 철새와 관련된 주요
정보 역시 농가 등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제공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AI 방역
조치 미진

1.4. 농장 사전 예찰 미흡
○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지자체 등 방역기관에서 AI 상시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상예찰, 목적적 혈청예찰, 통계학적 혈청예찰 등 능동예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철새 도래 시기 등 AI 발생 위험시기에 집중적인 예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 AI 상시예찰 계획에 의하면 종오리농장은 월 1회 항원검사, 연 2회 항체검사,
폐사체 검사가 시행되며, 육용오리농장은 출하 전 항원검사와 폐사체 검사,
육계농장은 임상검사만을 시행
-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가축방역관 이
외에는 진단키트 사용이 불가하여 초기 신속 대응 저해
○ 일부 도계(압)장의 환경검사, 계류 중인 닭에게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도축
장을 중심으로 가금농장 간 AI 전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가금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는 오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도계(압)장에서 환경
시료 및 계류 가금에 대한 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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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금산물 유통구조상 방역의 한계
○ 산란계 농장은 매일 계란이 생산･출하됨에 따라 타 축종에 비해 농장 내로
계란수집차량, 사료차량 등 외부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음. 특히, 계란
수집상인은 동일 차량으로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장 간
AI 전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계란 운송 시 플라스틱 팔레트 및 난좌 등에 대한 소독조치 없이 공동 사용
하는 데 따른 AI 전파 우려
- 한국양계농협은 1일 1농장 전용차량 운행 및 팔레트 소독 등의 노력으로
90개 출하농장 중 2개 농장에서만 AI가 발생
○ 계란수집차량의 빈번한 농장 출입 제한을 위해 GP 등 거점유통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 일본은 산란계 농장마다 자체 계란집하장을 갖추고 전용차량으로 계란을
운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계란 상차 과정에서 계란수집차량 기사가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농장 종사자들이 계란 상차를 병행하여 차단방역 원칙
준수 미흡
○ 토종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도계시설이 부족하며,
전통시장에서 산닭으로 거래되는 등 AI 방역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독일과 네덜란드는 농장 내에 간이 도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만은 도심
외곽과 도매시장 내 설치된 간이 도계장 운영
- 일부 계열화사업자가 토종닭을 도계･유통하고 있으나 이는 계열농가에 국한
○ 일부 AI 발생 농장에서 산란계 또는 종계 노계를 구입한 후 강제환우하여
산란용으로 사육하거나 토종닭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였
으며, 이들 농장은 대부분 잔반을 급여하는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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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및 종계 노계 출하과정에서 AI 양성이 확인되거나 일부 노계 도계
장의 환경시료에서 AI 항원 검출

2. AI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2.1.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 미흡
○ AI 의심 신고 시 강원, 경기, 전북, 충남, 경남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H5,
H7 진단 AI 1차 검사(유전자 검사법으로 H형만 확인) 확진 기능이 있고, 농
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유형을 확진하고 병원성 검사를 실시함.
- 1차 검사 확진 기능이 없는 시･도의 경우 의심신고 건에 대한 AI 확진 지연
으로 AI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하는데
추가 시간(4시간가량)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살처분･매몰 등도 지연될 우
려가 있음.
○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가축방역관은 농장에 도착하여 의심축 신고
농장 내 모든 동물에 대해 임상 검사 등을 실시함. 이때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의사환축 판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됨.8 간이항원
진단키트 사용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고 지연이 우려됨.
- 일본에서는 농장주나 수의사가 간이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가전법｣에 의하면, 가축소유자 등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8 농림축산식품부 (2016. 7.)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 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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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가전법｣ 제11조).
- 해당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이번 AI 발생 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의심
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2.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현행 AI 위기 단계
○ 우리나라는 AI 발생 상황에 따라 위기 단계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음. 2016년 11월 16일 AI 발생 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2016년 12월 15일에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으며, 관계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일본의 경우 AI 확진 당일에 총리 산하 AI 정보 연락실을 설치한 후 총리
지시로 AI 방역에 대응함.
○ 현행 4단계 체제는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지자체에 대책본부 설치 등 과도한
행정 낭비를 초래함. 농식품부에는 발생 시･군의 상황실 설치 등 대응 지도를
위한 기동방역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함.9
- 기동방역기구는 중앙초동대응팀,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등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100명이 필요함.
○ 2016년 11월 16일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11월 23일에 AI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12월 15일에 심각 단계로 격상됨. 심각 단계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국적인 확산 우려 시 발동이 되는데, 심각 단계가 발령된 시기만
하더라도 200여 개 농장, 27개 시･군에서 AI 양성 판정을 받음.

9 농림축산식품부 AI 가축방역 제도 개선 T/F(2017. 1.) ｢AI 방역제도 개선대책 (안 )｣.

53
<그림 4-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발생상황

위기 단계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주요 조치사항
∙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추진
∙ 일제 소독･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
∙
∙
∙

①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 해 5월)

방역상황실 운영
전국 방역기관 비상 방역태세 점검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축산농가 등 홍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방지 등)

∙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 발생농장 이동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② 의사환축 발생

주의

③ 국내 발생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경계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 발생지자체 및 인근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 상황실 가동 및 그 외 지자체 상황실
운영 강화
∙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
∙ 권역별 standstill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실시
검토･시행
∙ 발생 시･군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발생 시･군에 통제･소독장소 설치
∙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 신속한 역학조사
∙
∙
∙
∙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
발생 및 인접 시･도에 통제･소독장소 설치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 폐쇄

∙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포함)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심각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위기경보
하향

∙
∙
∙
∙
∙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소독･예찰 등)
∙ 종식 및 복구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7.)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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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어서 AI 발생 시 전국 단위 심각 단계 인식 없이는 AI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 AI 발생 사례에서 최초 신고
농장은 사실상의 첫 발생 농장이 아니고 타 지역의 원 발생 농장이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최초 신고 농장 발생을 전국적인 발생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2.3.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 2003년 이후 7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 발생
시･군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음. AI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방역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하지만, 잦은 AI 발생으로 방역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
- 담당자 변경, 사전계획 미수립 등으로 AI 발생 시 시･군 대응은 매번 초기
상태에서 가동되는 상황임.
○ 2014년 AI 발생 당시 살처분으로 인한 자원 낭비, 오염지역 내 낮은 음성률,
출하일령이 지난 가금의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증가 및 질병 감염 우려가
제기되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변경함. 2014년 이후 이동제한 조치 변경
으로 위험지역(0.5~3km)･경계지역(3~10km) 내 가금이나 알의 유통이 허용
되면서, 2016/17년 AI 발생 시 알 수집 등 출하 차량의 농장 출입에 따른 추가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
- 2016년 말 AI 발생 시 발생농장 내 가금만 살처분하였으나, 방역대 내 추가
발생 증가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함. 2016년 12월 관리지역(500m) 내 가금과
알은 살처분･폐기토록 방침을 변경함.
○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하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설치하거나 발생농장 주변 지역에 임시 운영하나, 대부분 AI 발생 시에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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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어 위치 파악이 어려움.
- 충분한 세차 작업 없이 소독약제를 분사하는데, 겨울철 온도 저하로 인한
효과가 떨어지고 소독약제로 인한 주변 지역 오염이 우려됨.
- 또한 다양한 축종의 축산차량 이용에 따른 교차오염 문제도 제기됨.

3.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 미흡

3.1. AI 발생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강화 대책 추진 미흡10
3.1.1.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11조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AI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HP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 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중점방역관리
지구 325개소를 지정함.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지역: 288개소
･ 야생조류 등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지역:
181개소

10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2016. 11.)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계획
(안 ).”을 참고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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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분변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를 위해 지정한 지역: 107개소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2개소
-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15개소
<그림 4-2> 2017년 AI 중점방역관리지구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1.)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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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은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축산농가 수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우임.

3.1.2. AI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관리 사항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금사육농가는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설치,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설치 등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 받음.
○ 정부의 정책 사업을 통한 지원이 확대됨.
-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스팀소독기 우선 지원
- 2017년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 추진
- 소규모 가금농가와 가든형 식당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통한 월 1회 소독 지원
- 방역 관리 취약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정책 사업 자금 등을 통해 기존 가금농장의 타 지역 이전 유도
○ 방역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특별 관리를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사육 농가를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국내 철새 정기 모니터링을 활용
한 철새정보알림시스템을 운영함. 또한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내 가금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 지도 및 점검,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함. 전화임상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위험시기에는 타 지역으로 가축 이동 시 이동
승인서 발급 후 반출을 의무화함. 특별방역기간(10~5월) 중에는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 올인-올아웃(all-in-all-out) 시행 여부를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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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와 계열업체는 지구 내 소속 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역 요령
교육 홍보함. 계열업체는 소속 농가에 대해 매월 방역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
- 축산농가는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월 1회 방역 교육을 이수함. 오리는 올인올아웃 사육을 실시함.

3.1.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 관리 대책 추진 미흡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 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시점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이번에도 AI 발생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AI 양성 농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번 AI 양성 농장 354개소 중(2017년 3월 6일 기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절반 이상인 178건이 발생하였음. 중점방역관리지구 밖의
지역과 비교할 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의 가금 사육농장 수 대비 AI
양성 농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2003~2017년 1월 말) AI 양성 농장 889건 중, 음성군 맹동면 73건,
김제시 용지면 54건, 영암군 시종면 23건, 음성군 대소면 20건, 천안시 풍세면
20건 등의 순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됨.

3.2. 중점방역관리지구의 AI 예찰 미흡 및 농장 방역 기준 미준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서 AI 예찰 활동으로 야생 철새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농장 예찰을 실시하였지만, AI 바이러스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
- 2016년 10월 28일 국내에서 최초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장소인 충남
천안시 동림구 풍세면 봉강천은 2017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야생철새 상시 예찰 강화 기간인데도 정부가 AI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국대 연구 목적에 의한 시료 채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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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 바이러스가 발견됨.
-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AI 검출을 위한 철새 분변 검사는 실적 위주로 진행
되며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11
○ AI 특별방역기간(2016.10.01.~2017.05.31.)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는 농가별
전화･임상 예찰 및 정기검사를 확대하였지만, 사전에 AI 바이러스를 감지하지
못함.
- 2016년 11월 16일 가금 사육 농장에서 최초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전남 해남군 산이면이며, 이 두 농장은 2017년 AI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에 속함.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는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 담장,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함(가전법 제3조의
4 3항). 그러나 AI 고위험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다수 가금류 농장에는 법에
명시된 방역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지자체의 방역시설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3. 가금 사육농장 밀집지역의 AI 방역 한계
○ 가금 사육농장 밀집지역의 경우(중점방역관리지구 세 번째 지정 기준에 해당),
축사 간 짧은 거리, 열악한 축사시설 및 농가･계열업체의 안이한 방역의식
등으로 방역 추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차량(사료･분뇨･알 수집･가축 수송･왕겨 운반 등)이 지역 내 여러 농장을
빈번하게 출입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음.
- 방역 활동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축사 간 거리가 짧아, 특정 농장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은 불가피함.
11 경향비즈(2016. 12. 19) “허술한 현장 관리, 피해 키운 판단 속도…AI 방역 3가지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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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금 사육 밀집지역(15개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청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익산시

낭산면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전라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제주도

장수면 갈산리
안정면 대평리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

제주시

한림읍

주: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중,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15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1.).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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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 주체 책임 의식 미흡

4.1. 비합리적 살처분 보상금 지원체계
○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하여 해당 지자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살처분 보상금의
80%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음.
- 구제역, AI, 돼지 열병, 브루셀라병 양성농장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 농가의 차단방역 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반면, 방역 우수 농가에게는 보상금 감액을 경감
○ 현재 시세를 보상금 지급 가격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질병 발생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며, 감액사례를 찾기
힘든 비현실적 감액 기준으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산란계의 경우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일본과는 달리 생산비
외에 기대수익까지 포함하여 살처분 보상금 산정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해당 농가의 장부를 확인하여 실제 생산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일본과는 달리 전국 평균 사육수수인 6만 수 기준 생산비를
적용하여 대규모 농장의 경우 과다 지급 가능성
- 2015년 말,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의 추가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 경감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추가 감액된 경우는 극소수
- 2014~2015년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 건수는 11건(양성 391건)이며,
｢가전법｣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6년에는 13건(양성 334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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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감액 및 경감 내용
【양성농장】(구제역, AI, 돼지 열병, 브루셀라병)

기준
20% 감액

【추가 감액 기준】 (양성농장에 한함)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10% 감액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및 점검 미실시, 계열화사업자 교육 및 점검결과 미통지

신고

감액의 경감

미지급
각 5% 감액
5% 감액

의심축 신고 지연 (1∼4일)

20% 감액

의심축 신고 지연 (5일 이후)

40% 감액

의심축 미신고

60% 감액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소독 등 미조치

10% 감액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

10% 감액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60% 감액

해외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등 불이행

10% 감액

불이행이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60% 감액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등 명령 미이행

발생 시 조치

초과 사육분 전액

5% 감액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40% 감액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5% 감액

소독 미실시

5% 감액

이동제한 미준수

5% 감액

일시 이동제한 위반

5% 감액

살처분 명령 불이행

5% 감액

소각･매몰 또는 소독 등 명령 위반

5% 감액

오염물건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5% 감액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

20% 감액

최근 2년 이내 3회 재발생

50% 감액

최근 2년 이내 4회 재발생

80% 감액

질병관리 1등급 시

10% 경감

질병관리 2등급 시

5% 경감

조기 신고농가(증상 발현일 또는 나타나기 전)

10% 경감

우수방역농가로 추천자

10% 경감

주: 양성농장 폐기물건 보상(평가액의 40% → 80%)
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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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자체의 과도한 방역비용 부담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농가의 살처분･매몰비용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역학조사 비용, 이동제한이나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안정자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
- 매몰비용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방역비용 및 생계안정자금, 매몰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방역사업의 수혜자는 방역 관련 비용을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닭･오리는 계열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방역지도 및 사육에 책임이
있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련 비용 부담 미미
-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계열농가에 배분하여 농가의 불만 제기
○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농가의 방역활동 부족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pollutant pay principle)”과 가축질병
방역의 수혜자인 가축 소유자에게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방역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축방역기금 등을 활용한 방역비용 충당 등으로 정부가 100% 지원하는 보상
체계에서 산업계가 공동 책임지는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농가 자율 방역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재원을 농가(또는 계열업체)에서 일부 직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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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의식 미흡
○ 2015년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16년 상반기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장에서 AI가 다수 발생하여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에
대한 방역 책임 관리가 미진하였음.
-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소속 AI 발생 농장 수는 1월 말 기준
52개소(닭 9, 오리 43)로 AI가 발생한 계열농가 135개소(닭 19, 오리 116)의
39%를 차지하는 등 계약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 부실
- 계약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육계농장은 초생추를 한 번에 입식
하지만 계열화사업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닭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일령에
걸쳐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올인-올아웃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 발생
- 한편 계열화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시장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AI가 발생
하지 않은 지역의 계약농가에게 초생추 과다입식 및 출하 후 휴식기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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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 방역 조직 비효율 및 지방 방역 인력 부족

5.1. 중앙 방역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는 방역 정책을 축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수행
하고 있음. 평시에는 축산업 진흥, 질병 발생 시에는 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원적인 업무 수행 구조임.
- 축산업 진흥과 방역(규제 성격) 기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축산정책국은 산업 진흥이 주된 기능이어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요령 준수, 방역시설 설치 등 농가 지도 및 점검 등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본은 방역 강화를 위해 2004년 축산 진흥(축산부)과 방역(소비안전국)
업무를 분리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 검사 및 연구, 사전 예찰, 역학조사, 동물 약품 관리,
검역 등의 지원 기능과 함께 일부 방역 정책 기능도 수행함. 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 AI통제예방
센터, 가축질병상황실과 방역 정책 기능이 중복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총괄과는 구제역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역관리과에서는 AI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AI
통제예방센터와 가축질병상황실에서 AI 방역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어
중복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예방 조치 강구를 위한 기초 요소인 위험평가
(위험요인 사전분석) 기능이 미비함. 역학조사 결과와 가축 질병 발생 시
방역조치 및 종식 후 재발 방지 대책과의 연계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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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방역 조직에서는 또한 발생 수준에 따라 컨트롤 타워가 변경되는 문제점
이 있음. 평시에는 검역본부, 발생 초기 단계에는 농식품부, 그리고 확산･심각
단계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단계에 따라 컨트롤 타워가 변경되고 있음.
- 전문가 미흡 및 컨트롤 타워 부재는 초동방역 실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등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5.2. 지방 방역 인력 절대 부족 및 방역 업무 한계
○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AI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살처분 및 매몰, 초소
운영 등), 농가 지도 및 점검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역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사전 준비도 어렵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움.
- 228개 시･군･구 중 70개 지역에 가축방역관이 없으며, 시･군 가축방역관은
축산부서 내에 편제되어 있고, 업무 과다, 승진기회 제한 등으로 원활한
채용이 어려운 구조임. 시･군･구 가축방역관의 정원은 315명이나 2016년
기준 208명이 근무 중임.
- 일본의 경우 47개 도도부현에 170개 가축보건위생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84명
의 가축방역 담당자가 농가 지도･점검 및 살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 장비, 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지자체의 경우 효과적인 방역 업무 수행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동법 제7조에 의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에 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기술과 최신정보에 대한 교육
체계도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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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방역인력 교육은 농업연수원의 방역연수과정 등을 통해 일부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남.1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 위생, 검역, 축산농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
으로, 평시에 가축 질병 예찰 및 시료 채취 업무보다는 주로 도축검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질병 전화예찰 및 시료채취 업무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집행의 통제 및 협조 체계가 불명확함.
- 지방 방역 인력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조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질병관리부의 현장 업무 수행 성격이
강함.
- 민간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시･도 및 시･군 지자체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조직임.
○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 소속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AI 확진 권한이 없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 방역 조치가 지연됨. 경기, 경남, 강원 등 일부 시･도
소속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1차 검사(H5/H7 검사) 기능을 수행함.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지소 44개소의 정원에 비해 실제 근무자가 적고,
광역 지자체 소속으로 농가 지도, 방역 조치 등의 방역 업무 실행이 어려운
구조임.

12 해당 내용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제시한 “중장기 가축전염병관리 종합대책(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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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13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

1.1.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 AI 발생 위험 요인 평가에 근거하여 사육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축산농가가 알기 쉽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농장차단방역기준(가칭)’을
마련하여야 함. ｢가전법｣ 등에 규정된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역학조사 결과,
일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장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고 주기적
으로 보완해야 함.
- 축종별(산란계, 오리, 육계 등)･사육형태별(평사, 케이지 등)로 마련하고,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적용 및 활용성을 평가하여 최적화된 농장차단
방역기준 마련
- 소독 방법, 방역시설 및 장비, 출입 기록, 사람 및 차량 출입 시 소독 요령
등의 현행 규정을 포괄하되 농가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간된 농정포커스(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추진 방향 ”을 수정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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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기준 이외에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역 시설 기준 및 행동 요령을
그 동안의 역학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반영
○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축산업 허가요건의 방역시설 등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해야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역과 소독에 관련된 시설 및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축산법｣은 사육과 관련된 시설 및 행동요령을 규정
- 시설 기준은 방조망 설치규격(2㎝×2㎝) 및 설치장소(환기구, 창문, 윈치
커튼부 등), 설치류 차단 규정(축사 하단 50㎝까지 콘크리트 또는 그물망
설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설치 방법 및 재료 등 명시
○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차단방역에 취약하였던 오리의 경우 신규 사육시설에
대한 재질 기준에서 비닐하우스를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는 존치기간인 3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존치기간이 경과한 비닐하우스에서의 가금 사육 금지
○ 농장 차단방역에 취약하여 AI가 빈번하게 발생한 축사 및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 사육지역은 이전･폐업을 추진하거나 시설 현대화 및 법인화 등을 통해
엄격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구비한 시설에서만 가금 사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농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FTA기금 등을 통해 한시적
으로 보조하고 시범사업을 걸쳐 사업 확대 여부 검토
○ 방역 관련 규정 보완에 맞추어 전국 가금농장 소독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분기 또는 반기별 1회) 지도･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가 방역 기준과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축산
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여부 단속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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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육 및 방역관리기준 개선안
구분
위생관리구역 설정

개선안
사육장, 사료탱크, 사료창고 등 위생관리구역 구분 및 경계 표시 의무화
출입구 수 최소화
사육가금 접촉 최소화

위생관리구역
병원체 유입 방지

사료, 수의사, 방역원 제외한 출입 제한 기준 마련
다른 시설 물품 반입 시 세척 및 소독 명시
반입금지 기준 설정
급수시설 관련 소독 기준 설정

야생동물로부터
병원체 유입 방지

그물코 기준 설정
(2cm 미만, 2cm 초과 시 중첩 설치 등)

위생관리구역
위생 확보

사육시설 및 기구 정기 청소 및 소독 의무화

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 시
조치

이상 증상 발견시 조기 신고, 출하 및 이동 정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기록 확보

대규모 농장에 대한 추가조치

축사 공실 시 세척 및 소독 의무화

입식 가축 전염병 안전 확인 시까지 다른 가금과 격리

출입자의 1주 이내 해외 체류 국가 및 축산 관계시설 출입 여부 작성
반입 가금 종류, 수량, 건강 상태, 도입원 농장명 및 도입 일시 기재
이상증상 발생 시 증상, 발현 마릿수, 일령, 발생확인 장소 등 기재

｢가전법｣ 제6조, 제6조 2의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 명기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직원 교육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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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 소독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장과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를 보완하여 소독제
효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허가 후 효능 검증 없이 판매되던 소독제 신규 허가 품목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효능을 검증한 이후 판매를 허용하며, 효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능시험기간 지정제 도입
- 방역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독제의 효능시험 조건
(온도, 공기 중 접촉 시간 등) 다양화
○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온도･유기물 조건, 사람･축사･차량 등 소독대상별
적정 소독제 선택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지자체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차량 내부, 외부 바퀴, 신발 등 잔존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포함
하여 소독 대상에 대한 세척 및 소독제 노출 정도에 따른 소독효과를 보여
주는 동영상 제작하여 농가･지자체 등에 배포
○ 주변국이 AI 상시발생국이므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대량 검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기존 종란접종법(검사 시간 72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진단 대체 기술 개발이 필요함.
- 드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AI 예찰 기술 개발 필요
- 장기적으로 신종 변종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AI 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술
확보와 신속한 생산 시스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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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야생조류 대응 체계 정비
○ 야생조류 예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중점분야를 구분하여 전
문화하고 철새 및 AI 검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장기적으로 상호협력
부분을 제외한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는 전체 조류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수면성 오리류 등
겨울철새와 여름철새 등 AI 감수성종 위주로 예찰 실시
- 일본은 환경성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고 과거 AI 바이
러스가 발견된 철새 종류를 집중 예찰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될 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또는 환경부 등 방역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AI 초동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여부, 검사 목적, 검출 대상 등을 구분하지 않고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신고 의무화
-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이에 대한 페널티 규정 신설
○ 철새 분변･폐사체 등 야생조류 시료 수거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야생조류 폐사체의 경우 인근 관할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철새 도래기에 예찰횟수를 확대하고 AI 바이러스 검출율이 높은 폐사체의
검사 확대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철새 AI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
등을 통해 철새 AI 발견지 인근 가금농가에 홍보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함.
- 환경부 철새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금농가가 취해야 할 방역조치 등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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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장 사전 예찰 및 도축 단계 검사 강화
○ AI 발생 위험이 높은 가금농장에게는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예찰인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지도 및 예찰을 실시하고, 사육 가금의 산란율 및 폐사율
등의 변화에 따른 행동 요령을 설정하여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야 함.
- AI 간이진단키트를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AI 감염이 의심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AI 양성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 축종별 평균 산란율･평균 폐사율의 변화, AI 의심 임상증상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AI 감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유도
○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도계(압)장에서 환경시료 및 출하 가금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AI 항원 검출 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즉각 실시
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전국 도계(압)장에 대하여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에 대한 AI 검사 실시
- AI 항원이 검출된 도계(압)장은 작업 및 반입을 중지하고 즉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출하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1.5. 가금산물 유통 체계 개선
○ 산란계농장의 사육시설과 출하시설을 분리하여 계란 출하 과정에 외부환경과
사육시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지원이 필요함.
- 사육시설과 출하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할 여력이 있는 대규모 농장에 대해
서는 시설투자 유도
-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공동 사용이 가능한 외부시설
(계란 인도･인수 시설) 제공 및 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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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수집차량의 직접적 산란계 농장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계란집하장
(44개소)과 함께 GP(Grading and Packing)센터 또는 물류센터 형태의 권역별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GP는 입고 → 해체 → 세척 → 등급･분류 → 재포장 → 출고, 물류센터는 입고
→ 출고 형태로 운용
- 입고차량과 출고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농장주가 직접 계란인수도장으로
운송하는 형태
- 거점 계란인수도장 내에 팔레트 등에 대한 소독시설, 고압분무기 등 설치
의무화
○ 계란수집차량 등에 대한 세차 및 소독시설을 지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
농장 및 계란인수도장 방문차량에 대한 세차･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하여
역학조사에 대비하여야 함.
-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AI 위험 농장 주변에 임시로 세차･소독시설을 설치･
운용
- 농장 및 계란인수도장은 차량의 세차･소독 상태, 소독실시기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의 진입 허용
○ 토종닭 전용 소규모 도계장 표준 시설 및 HACCP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기준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의 운영을 허가하고 산닭의 불법 도계･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하여야 함.
- 단기간 확충이 어려운 소규모 도계장 검사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수의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 일본은 소규모 도계장(식조처리장)이 2,823개소로 전체 도계장의 94%를
차지하며, 소규모 도계장의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위생관리자가 수의사
역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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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및 종계의 노계가 강제환우를 통해 산란용으로 사용되거나 토종닭으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이동경로를 지자체에 신고하여 밀착 관리하고, 중장기
적으로 산란계 및 종계의 노계는 도계장 출하만 허용하여야 함.
- 산란계 및 종계의 노계는 도축 출하 또는 이동 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를
거쳐 이동승인서가 발급된 후 이동 허용
- 중장기적으로 도계장 출하만 허용하여 가든형 식당 등으로 판매 금지

1.6. 계란유통차량 및 기자재 관련 방역개선(산란계 농장 위주)14
○ 왕겨, 난좌 등 기자재운송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방안 검토 필요
- 알운반 차량은 고정적(회사 소속)인 반면, 왕겨･난좌 등 기자재차량은 비
고정적(용차 형태) 운행이 많음.
- 기자재운반차량의 경우 GPS 미부착 사례가 특히 많음.
- 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은 축산차량 등록대상이지만, 난좌운반차량
은 등록 대상이 아님.
○ 알수집 중간상인(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알수집 중간상인의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당일 여러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간 오염원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간상 등의 알수집차량을 통한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산란계 밀집 지역 등의 경우 일정지역에 계란 집하장을 두고 운영하는
방안 등

1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 “방역개선 정보사항 (현장 역학조사 사항 ) -산란계
농장 위주 -”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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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계란집하장 운영(예)

밀집지역

계란
공급상A

A농장
B농장
산지집하장
(농협창고 등)

C농장
…

농장차량

계란
공급상B
수집상차량

자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http://www.ekapepia.com/user/distribution/distDetail.do?nd76644: 2017. 2. 21)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알운반차량은 알운반을 위해 팔레트 등 기자재를 필수로 사용하는데, 농장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팔레트를 통한 전파가능성 차단이 필요함.
- 특히 팔레트와 함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합판형 깔개에 대한 소독 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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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발생 시 대응 강화
2.1. AI 검사 기관 확대 및 질병 신고 기준 강화
○ AI 1차 검사 확진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1차 확진 기관은
강원, 경기, 전북, 충남, 경남인데, 전남, 충북, 경북, 제주 등에 1차 확진 기관을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AI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간이항원진단키트 사용을 현행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일반 수
의사로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진단키트의 오용 또는
질병 신고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사용 내역 기록을 의무화함.
○ 가금 사육 농장의 폐사율 등 질병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농가의
폐사율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록 내용을 활용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신고해야 할 폐사율을 규정하고 있음.
<표 5-2> 일본과 미국의 폐사율 신고 규정
구분
일본

폐사율 신고 규정
최근 20일간 폐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를 넘는 폐사
산란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하는 폐사 또는 3일 연속 계란 생산량 5% 저하
(정상 폐사율: 2～50주령 1일 1,000마리당 0.13마리, 50주령 초과 1일 1,000마리당 0.43마리)

미국

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를 넘는 폐사
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를 넘는 폐사
산란종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하는 폐사 또는 3일 연속 계란 생산량 5% 저하
(정상 폐사율: 50주령까지 1일 1,000마리당 0.2마리, 50주령 초과 1일 1,000마리당 0.37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I 가축방역 제도개선 T/F(2017. 1.) “AI 방역제도 개선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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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I 대응 체계 정비
○ 현행 AI 발생 상황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 단계를 2단계(관심
-심각)로 축소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함.
- 국내에 AI 발생 즉시, 중앙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AI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함.
- 지자체는 AI 발생 시 시･도, 시･군 및 연접 시･군에 AI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응함.
<그림 5-2> AI 위기 경보단계 조정(안)

위기수준 (현행)

위기경보

개선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관심

주의

관심

① 철새 이동/유입 시기
(10월 ~ 다음해 5월)
② 의사환축 발생
③ 국내발생

심각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경계

심각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심각

심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홈페이지(http://www.mafra.go.kr/FMD-AI/main.jsp: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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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기동방역기구 및
기동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기동방역기구는 발생 지자체에서의 방역 상황 모니터링과 방역 조치와 관
련된 기술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방역 기동반은 살처분 지연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하도록 함.
○ 시･군별로 AI 발생에 대비하여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AI 대책본부를 사전에 편성하고, 담당자별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숙지
하도록 함.
- 살처분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 인력(공무원, 농협, 군 등) 동원, 살처분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함.
- 가금 밀집 사육 지역 또는 대규모 사육농장 등 지리적 환경, 산업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방역대를 사전에 설정함.
- AI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연간 1회 이상 시･군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시･도 간 AI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함.

2.3.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실시
○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금 밀집 사육 지역 또는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AI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살처분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여 농가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설정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원칙적
살처분, 500m~3km 지역은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
○ 위험도에 따라 방역대(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내 가금, 알 및 부화장에
대한 방역 조치(이동제한, 폐기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회성으로 단기간 내 출하되고 사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닭,
오리의 도축장 출하는 현행처럼 조건부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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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출입이 빈번한 알(종란, 식란)은 출하 과정에서 차량, 사람을 통해 AI
유입 또는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치함.
다만 관리 및 보호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km 이내) 내 미가공 식용란
(닭)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동을 금지함.
○ 축산차량에 의한 AI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세척 기능을 포함한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세척 기능을 포함한 소독시설을 설치함.
- 관내 출입하는 축산차량(분뇨, 알수집차량 등)을 거점소독시설에서 주기
적인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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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3.1. 방역 추진에 한계가 있는 농가의 축사 이전 추진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사육농장 밀집지역 등 방역 추진에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금사육농장은 가축방역심의회 평가를 통해 선정하
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
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가축방역심의회가 가금 사육농장 밀집도, 방역시설, 차단
방역 관리, 시설 노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전 대상을 선정함.
- 이전 대상 농장 선정 기준으로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3가지 중 2개
이상 중복 지역, 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가금 사육 농장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을 명하고, 이전 비용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고 있어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움.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부지 알선,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가축사육시설의 이전을 명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등)에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할 때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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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함.
- 현행 ｢가전법｣ 제3조의 4, 시행규칙 제3조의 5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에서 가축 사육을 하려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방역시설은 이미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일반 농
가들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우선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차단 방역 효과가 높은 방역시설 기준과
실행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면 해당 지구 내 가금 농장은 추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신규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규로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로 대상자의 심산 반발이 예상됨.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신규 축사
주변에 가금농장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강화된 방역 기준을 충족하고, 신규 축사 부지 반경 1km 또는
3km 이내 가금 사육농장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함.

3.3.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 소홀 농장 관리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기본적으로 AI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AI 발생 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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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함(｢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7조).
- 발생 농장: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시험 승인을 받은 후, 입식
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21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으며, 환경
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 승인을 받은 경우
-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
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경우로서 가축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발생 시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방역 기준을 보완하게 한 후 재입식을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4. 가금 사육 겨울철 휴지기제(가칭) 도입 검토
○ AI 상습 발생 지역과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가금 사육을 일시 제한
하는 ‘가금사육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I 발생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가 관내 농가, 계열업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 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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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AI 예방을 위해 2016년 1~3월까지 안성천 인근 AI 중복 발생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절기 가금 사육
농가 휴업 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음. 2017년에도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AI 발생으로 시행되지 못함.
- 가금 사육 겨울철 휴지기제 시행 시기는 AI가 주로 발생하는 10~3월 사이를
고려할 수 있음.
○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 시 대상 축종은 오리로 하고, 대상 지역은 가금 사육
농장 과밀 지자체,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 중점방역
관리지구(읍･면･동)를 포함하면서 도입 의향이 있는 지자체(시･군･구)로 함.
- 산란계, 종오리, 종계는 지속적인 사육이 이루어지므로 겨울철 일시적인
사육 중지는 부적합함.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고(약 32일), 사육시설이 오
리보다 양호한 편이며, 2016/17년 AI 양성 건수는 6건으로 미미한 편임.
○ 휴지기 보상금 단가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오리 사육 농가의 마리당 소득: 안성시 사례 671원/수(지급 단가 500원/수)
- 생계안정자금의 지급 기준 상한액: 통계청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 6월분(연간 3,061만 원, 월 255만 원 수준)
- 최저임금수준: 2017년 시간당 6,470원
○ 휴지기제가 시행될 경우 참여 농가가 적다면, 참여하지 않는 농가의 입추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연관산업 및 오리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참여 농가가 많다면, 계열업체 상황에 따라 휴지기제 도입의 파급 영향이 다르
므로, 계열업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휴지기제 시행 논의부터 계열업체와
협의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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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

4.1.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한 방역 의식 고취
○ 가금 사육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중대위반 시 감액비율을 상향조정하며,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생빈도(2∼3년에 1회)와 재입식 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발생 기간 요건을
기존 2년 이내보다 확대 강화
- 기존 5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던 의심축 신고지연에 따른 감액 규모를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역학조사 거부, 이동제한 위반,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 미이행 등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비율 상향
-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차량 미등록,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기타 방역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상금 감액 신설
-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농가 중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보상금 감액 경감
○ 가금의 용도별로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농가의 피해는 적절하게 보전하고 과잉
지급은 방지하여야 함.
- 산란용가금의 생산비는 사육규모별 평균 생산비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함으로써 보상 기준 현실화
- 산란용가금의 잔존가치는 보상금평가반이 농가별로 최근 출하계군의 알 생산
개수 등을 실제로 확인 및 산정하여 지급
- 육용가금 및 알은 거래시세에 따라 지급하되, 질병 발생으로 시세 등락폭이
클 경우 질병 발생 직전 시세에 상･하한선을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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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역 비용 분담을 위한 가축방역기금 도입 검토
○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방역 관련 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을 높여 AI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방역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육류, 가금･계란, 낙농에 대해 동물건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양계에 대해 가축방역호조기금을 운영
- 농가 및 업계가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는 매칭 펀드로 지원하여 살처분 보
상금, 방역 관련 비용 등에 기금 활용
<표 5-3> 네덜란드와 일본의 방역 기금 사례
구분

네덜란드

일본

사업

동물건강기금(Animal Health Fund)

가축방역호조기금

주체

정부, 생산위원회

일본양계협회

축종

육류, 가금･계란, 낙농품

양계

재원

농가 각출, 추가비용 정부･EU 부담

농가 50%, 정부 50%

보상 범위

살처분 보상, 모니터링 및 방역비용

살처분 보상, 신규입식자금
(정부보상 외 추가 지원)

보상 방식

생축: 시장가격의 100%
환축: 시장가격의 50%

상한단가 설정
산란성계 690∼860엔/마리
육계 20∼30엔/마리

살처분
보상금

질병발생 시 생산위원회에서 상한액까지 지불,
상한액 초과분만 정부와 EU가 지원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 가축방역호조기금 + 민간 AI 보험

부담금

농장 크기, 두수, 생산량, 축종 등 고려

성계 4.5엔/마리(가족), 5.5엔(기업)

운영

피해규모 증가 시 분담금 증가

3년 미발생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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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기금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을 일반
회계 사업이 아닌 특정한 부담금 수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함.
- 이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의 귀속,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인,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유인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와 부담금의 연계성 여부와 관련
- 대부분의 부담금은 특정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
○ 방역부담금은 가축방역사업 수행의 원인과 편익이 축산업자와 연관되어 있고,
가축방역사업을 통해 유인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가 모두 방역부담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및 조세부과보다 적절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방역부담금은 7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담금과 부과대상이 달라 유사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금 기본원칙에 부합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함.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은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경우 당해 대상자가 유발시킨 비용의 범위 내에서, 특정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담
금을 부담하도록 요율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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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부담금은 가축방역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축방역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
식품사업지침에서 가축방역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내의
방역시설 설치,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에 국한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음.
○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등의 사례를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부담금 또는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사업에 소요
되는 재원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가축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방역기금(가칭)을 조성한다면 축산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금 또는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다만
이들 부과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 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역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근
거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방역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역기금(가칭)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방역기금(가칭)의 재원 조성방법으로 방역부담금 조항 추가
- ｢축산법｣ 시행령에 가축방역기금(가칭)의 용도를 명시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방역부담금 관련 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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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기금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방역부담금은 방역사업 관련 비용을 축산관련사업자가 완전 책임지는 방안
- 방역분담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등을 통해 방역사업 관련 비용의
일부를 축산관련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 현재까지 가축방역비용 분담 관련 논의 결과, 가축방역기금 재원 조달은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방역기금에 출연하는 방역분담금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가축방역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방역분담금 징수가 결정된다면 방역분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액, 방역분담금 납부대상의 면제 또는 감면 조건, 방역기금
관리･운용주체 선정 및 축산발전기금과의 관계 설정 등 깊은 연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3. 계열업체의 방역책임 강화
○ 계열화 형태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방역의무 및 책임을 부여하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수취하여 농가와 배분하며, 계열화
형태에 따라 방역의무 및 질병발생 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함.
- 수직계열화는 방역 의무 및 질병발생 시 책임을 가축의 소유주인 계열화
사업자가 부담
- 수평계열화는 방역 의무 및 질병발생 시 책임을 가축의 소유주인 농가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평시 방역관리 및 질병발생 시
살처분 비용 분담 등의 의무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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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평가가 현장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며, 방역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탁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올인-올아웃 준수, 출하 후 휴지기 축소 금지, 계약농장 살처분 관련
비용 계열화사업자 부담
-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실태평가 대상 농장 확대, 점검 시기를 특별방역대책
기간 직전으로 조정,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계약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의
일정 비율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방역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자금 지원 여부 결정, AI 지속발생
계열화사업자는 자금 지원 및 정책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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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5.1. 중앙 방역 조직 강화
○ 농식품부 내 가축방역, 검역,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방역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주기적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축
방역관, 가축방역사 등의 방역 능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의무 이수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해야 함. 또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전문적인 방역 교육, 훈련 부서(기관) 신설해야 할 것임.
- 교육부서(기관)를 통해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 유지가
가능해질 것임.

5.2. 중앙 방역 정책 기능 수행 조직 개편(안)
○ (1안)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가칭)을 신설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방역 기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업 진흥과 방역 기능을 분리하고, 검역 본부의 방역
정책 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방역정책국(또는 방역심의관)은 평시에 방역 정책에 집중하고, 가축 질병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 정책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능
재분류를 통한 조직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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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앙 방역 조직 개편(안)
구분

현행

개선(안)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국 내
2개: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정책국(신설)
방역정책과, 방역관리과, 질병예방과,
가축방역상황실

농림축산
검역본부

4개: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과, 가축질병상황실, AI 예방통
제센터

방역지원과, 역학조사과

○ (2안) 1안 추진 후 중장기적으로 방역청 신설 검토 필요
-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방역 체계를 정립한 후,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중앙방역전문기관(방역청)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질병 관리 업무 일원화

5.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기능 및 역할 확대
○ 신속하고 상시적인 방역을 위해 긴급방역조치, 역학조사, 사전조사, 축산 농장
간 유통망 분리 등과 같이 현장성 높은 방역 기능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AI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별 1개소 이상 방역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함.
- AI 사전 예방을 위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
도입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집단사육단지 특별관리’ 등의 신규 방역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5.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개편
○ (1안) 시･도의 지원 조직으로 흡수하고 인원 확대 필요
- 현 민간조직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원의 시･도 공무원화 조치를 통해
시･도 및 시･군이 연계한 현장 방역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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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시･도와의 계약에 의한 현장 방역 업무 위탁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이에 맞는 예산 확보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유사 시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방역 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정규 인원 확보는 물론, 예비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5.5. 지방 방역 조직 강화
○ 시･도,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방역 집행 업무를 지자체(시･군)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자체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축산관련단체의
책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함께 규정
하고 있음.
- 시･군･구는 가축방역관을 포함한 방역 조직을 구축할 것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일본 사례와 같이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질병 발생
예방에서 질병 발생 시 대응까지 집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현(県)의 축산부서와 가축보건위생소(현당 3.6개소, 44명, 보건소
당 12명)에서 예방, 농가 지도･점검, 방역자재 비축 및 모의연습, 살처분 등
발생 시 대응 등의 방역 집행 업무를 전담함.
○ 신속한 검진을 위해 AI 정밀검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병검사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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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2.
3.
4.
5.
6.
7.
8.
9.
10.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적합한 매몰 후보지 선정(시장･군수･구청장 대상), 방역 업무 수행 기관의 인력, 장비, 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농식품부장관
대상) 등

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를 참고하여 작성함.

- 지자체가 정밀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검역본부가 전문성을 심의하여
승인 가능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통해 AI 정밀검사 가능기관 및 지정기준 등의 세부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시･군(읍･면이 있는 지역: 139개) 소속기관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 하 여 현 장 농 가 지 도 ･점 검 , 사 전 대 비 , 살 처 분 등 을 담 당 하 게
하 는 방 안 도 검토할 수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및 진단, 연구 등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1개소만
시･도에 두는 방안
- 시･도 축산부서는 현행처럼 관내 시･군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시･도 동물
위생시험소는 검사, 연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1개소만 시･도에 배치하며,
나머지는 시･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 21명)의 시･군 이관도 검토
(부족 인원은 관계부처 협의 통해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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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내 가축방역 조직
□ 중앙부처 조직
○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동축산물
수출･수입 검역, 동물용의약품 등 관련 제도 제･개정 및 운영, 가축매몰지 관리,
백신 연구 등의 업무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임. 이를 바탕으로 파악할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소속의 공무원은 399명 수준으로 집계됨.
○ 중앙부처의 가축방역 조직으로는 크게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환경부를 들 수 있음. 이 외에
농축수산물안전국 등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농축수산물 위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의 특성상 본 현황
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가축방역 조직의 주요 기관은 농식품부, 검역본부로 비상 시 각각
방역대책본부와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긴급방역 대책 수립･시행하고, 방역행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역본부는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음. 또한 검사의뢰 받은 시료를 정밀 진단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초동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는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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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역대책본부 운영 하에 동기관 장관 소속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부표 1> 중앙(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사항
1.
2.
3.
4.
5.
6.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함.

○ 중앙부처 가축방역 조직 중 인력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단연 농림축산검역본부임. 방역 조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에서는 ‘가축방역
상황실’, ‘AI 예방통제센터’, ‘동물질병관리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가축방역 관련 검역본부 인원은 364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함. 이 중 동물
질병관리부 인원은 113명으로 주로 질병진단, 동물약품 관리 및 평가, 역학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부표 2> 중앙협의회 구성 위원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및 방역관리과장
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
3. 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장 및 AI 예방통제센터장,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다만, 식물검역기술개발센
터장은 제외)
4. 시･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팀장
6.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
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의 전무
7.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자료: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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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는 또한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를 두어 가축
전염병의 예찰계획 수립,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조기검색과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4조 참조).
- 중앙협의회는 위원장(검역본부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된 자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비롯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 조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방역 업무는 17개 시･도(8 광역시, 9도), 가축위생
시험소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중 각 도청의 축산과에서는 가축
방역 업무를 포함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청별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평균 6.4명으로, 9개 도 지역
통틀어 58명으로 집계됨.
○ 시･도 지자체는 국가방역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가축
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구 지휘･감독 등 지역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함.
- 가축위생시험소(또는 보건환경연구원)는 시･도에 소속된 기관으로 본･지소
총 44개소가 있음. 각 시･도는 축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소와 3~4개 지소를
운영함.
○ 시 지역의 경우, 시청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팀에서
가축전염병 병성감정･진단･검진, 주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등 국가방역사업,
구제역 등 발생 시 역학조사와 살처분･도태, 소독 등 지역 내 긴급방역을 담당함.
○ 각 시･군･구 지역에서는 소속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방역(가축위생)팀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함. 방역팀은 시･도의 지휘를 받아 방역 현장 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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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팀은 주로 구제역･돼지열병 등 백신접종 관리, 가축전염병 예찰, 이동
가축방역관리,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 축산
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의 현장 방역 업무를 총괄함.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둠(심의 사항은 <부표 1>과 동일).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4조 참조).
- 지방협의회 마찬가지로 위원장(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된 자와, 위원장 1인 및 부위
원장 1인을 비롯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부표 3> 지방협의회 구성 위원
1.
2.
3.
4.
5.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축산물위생 담당과장 및 각 지소장
시･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자료: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5조를 참고하여 작성함.

101

□ 민간 조직 현황
○ 국내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조직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한국방역협회, 대한수의사회와 같이 크게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 중 인력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체
정원은 738명에 달하나, 방역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351명 수준임
(<부표 3> 참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 기능과 관련하여 가축의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가전법｣ 제9조 참조). 그 밖에도 농장방역 실태점검(특별
예찰 지원 등), 주요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방역협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 외에도
방역소독 전문가 양성 및 방역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대한수의사회는 주로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계몽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전국에 총 18개 지부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
가금수의사회 등의 8개 산하단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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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국내 중앙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응답자 수(명)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주요 업무

인원수(명)

- 위기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위기관리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훈련 지원,
2 (특수재난실(1),
매뉴얼 개정 등
사회재난대응과(1))
-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계(30)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운영
-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등

10

방역관리과

- 가축매몰지 관리
- 방역사업 평가
- AI 방역대책 총괄

10

- 동축산물 수출･수입 검역

10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계(364)

가축질병상황실

-

가축질병상황실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매뉴얼 및 차량등록제 운영
동물 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정보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KAHIS 총괄

AI 예방통제센터

- AI 예찰, 방역
- AI 예방통제센터기획
- AI 발생농장 재입식 승인 등

동물질병관리부

17

11
113

질병관리과

- ｢가축전염병예방법｣ 운용 및 가축방역 체계 개선
- 대･소동물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모기매개성질병
등 기타 질병)
- 가축질병 진단액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 관리

14

동물검역과

- 국경검역 종합 대책 및 홍보계획 수립
- 수출입 동물 검역 업무 및 민원 처리

14

역학조사과

- 국내 발생 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 조사 분석
- 가축전염병통계
- 역학 관련 국회업무, 민원 질의에 관한 사항 처리

16

질병진단과

- 동물 바이러스질병 진단, 예찰, 연구
- 소각시설 운영

20

위험평가과

-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산 수입 동축산물 위험평가

10

동물보호과

- 동물복지 인증, 도축, 운송지정제, 축산농장 인증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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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응답자 수(명)

주요 업무

동물약품관리과

- 동물용의약품 등 관련제도 제･개정 및 운영
- 동물용의약품 등 민원업무

12

동물약품평가과

- 일반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업무 총괄
- 바이러스제제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및 검정면제 업무 등

18

동식물위생연구부

94

연구기획과

- 연구사업 기획, 조정, 평가 관련 업무

11

세균질병과

- 인수공통전염병 연구 업무
- 세균성 호흡기질병 예방 및 진단에 관한 연구

16

구제역진단과

- 구제역 예찰 및 진단
- 구제역 혈청예찰 사업 및 항체 정밀검사
-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 진단 및 KAHIS 등

11

바이러스질병과

- 광견병 등 신경계 및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질병 연구개발
- 돼지열병 방역 업무
- 전신성 바이러스질병 관련 연구

15

조류질병과

- 조류질병 병성감정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연구
-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19

해외전염병과

- 해외전염병 연구
- 전염성 해면양뇌증(TSE) 신속검사 및 예찰

10

구제역백신연구센터

- 구제역 항체진단, 백신상관성 평가
- 구제역 백신 품질 및 효능 평가

12

지역본부

환경부

인원수(명)

129

인천공항

- 동축산물 화물 검역 등(화물검역과)
- 휴대 동축산물 검역 등(휴대품검역과)
- 수출입동물 검역 등(특수검역과)

44

영남

-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등(축산물위생검역과)
- 가축 질병 방역 전반에 관한 업무(가축질병방역센터)

24

중부

〃

17

서울

〃

20

호남

〃

18

제주

〃

6

- 가축질병 위기대응 및 매몰지 관리 등

3
전체(399)

주 1) 인원수는 기관 및 주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2) 검역본부의 여섯 개 지역본부 중 인천공항지역은 ‘화물검역과’, ‘휴대품검역과’, ‘특수검역과’ 업무를, 나머지 다섯 지역
본부는 ‘축산물위생검역과’, ‘가축질병방역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3) 농식품부 소속의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검역본부 소속 의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인원은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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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국내 시 ･도 지자체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기관

주요 업무

인원수(명)

광주광역시청

- 가축방역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일자리경제국 생명농업과)
- 동물원 내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우치공원)
- 축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업무 지원(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4

대구광역시청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동물보호사업 등
(농산유통과)

2

대전광역시청

- 동물병원, 공중방역수의사, 동물의약품 관리(농생명산업과)

2

부산광역시청

- 가축 방역 계획 수립 및 방역대책 추진(농축산유통과)

1

서울특별시청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등(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

3

-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추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농업축산과)

4

울산광역시청

- 가축질병 진단, 병성 감정 및 정도 관리, 돼지질병혈청검사(동물위생과)
-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결핵 관련 가축방역 업무(농축산과)

4

인천

-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 가축전염병 현장 시료채취 지원 등(동물위생시험소)

14

세종특별자치시청

시 합계(34)
강원도청 농정국 축산과

동물방역팀

-

가축전염병 특별(비상)방역 기획･조정
구제역･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운영
가금류 질병관리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책 추진, 역학분석 관리, 취약농가 집중관리, 신규 가축
전염병 방역 등

4

- 가축전염병 관리(방역) 종합대책 추진
전염병관리팀

- 방역 조직 개선 및 인력 보강, 관리
-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

4

- 구제역･AI 도 자체 검사시스템 구축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 방역홍보 등
동물방역위생과

-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가축전염병 분야)

방역 관련: 10
(전체 31)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업무 전반
- 주요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
경남도청 축산과
- 가축방역 지도･홍보 업무
가축질병예방팀

- 가축 방역물품 및 시설장비 지원
- 기동방역기구 편성･관리
- 시･군 가축방역 추진실적 관리, 종돈장 방역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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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관

주요 업무

인원수(명)

- 가축전염병 예찰, 가축방역사업지원(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방역팀

- 공수의 위촉 및 관리
- 살처분 보상금 관리

3

- 국가동물통합방역시스템(KAHIS) 관리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돼지 열병 방역대책 추진, 가축방역사업 관련 예산
축산경영과

수립 및 국비지원사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방역 관련: 5
(전체 27)

- 살처분 보상금
전남도청 농림축산식품국
축산과

- 구제역 방역, 가축방역사업 지원
-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돼지 열병 등

방역 관련: 4
(전체 19)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
- 방역 예산편성 및 집행, 가축방역 관련, 구제역관련, 축산차량 등록 및 지도
점검.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축산과

- 살처분 보상금 관련 업무

방역 관련: 7
(전체 23)

- 차량등록제 GPS 장착 지원사업
- 가축전염병 매몰지 관리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 구제역 예방 등 방역 업무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가축 및 축산물 등 반･출입 방역 등

방역 관련: 3
(전체 22)

-

방역 관련: 7
(전체 22)

충남도청 농정국

축산과

방역 관련 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가축방역시책 평가 업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질병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기타 가축방여 현안사업 등

충북도청 농정국

축산과

- 구제역(FMD), 대가축 방역 업무 추진
- 대･중가축 법정전염병 관리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방역 관련: 7
(전체 24)
도 합계(58)

106
(계속)
기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

구제역･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가축질병중앙･지역예찰협의회 운영
해외악성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소독차량 운영 및 축산차량 등록제 관리
질병 발생농가 컨설팅 및 방역 지도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운영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실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관한 시험, 연구 등

인원수(명)

352
(2014년 전국 기준)

총인원: 444
주 1) 방역 관련 인원수에 있어, 시 지역(시청)의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인원은 표의 맨 아래 ‘시 ･도 가축위생시
험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함. 또한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사업소 인원도 제외하였음.
2) 시･도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와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인원은
제외함.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AI 방역 제도 개선 T/F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부표 6> 국내 민간 가축방역 관련 조직 현황
기관

주요 업무

인원수(명)

- 농장방역 실태점검(특별예찰 지원 등)
- 주요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분석 업무 수행
- 초동방역팀 운영(의사환축 발생 시 시･군에서 초동방역팀 투입 요청 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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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방역(291) + 검역(60))
- 가축사육농가 현황 및 위치정보 DB 구축
-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 구제역 및 AI 비상대책반 구성
- 방역위생(평시), 방역대응 및 방역지원(비상시 대비 T/F 운영)

13
(총 3개팀)

한국방역협회

-

40
(지회 포함)

대한수의사회

-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계몽지도에 관한 업무
수행
- 축종별 진료체계 구축
- 약품･의료기기 등의 추천 및 알선 등

소독업무 법정교육 실시
방역소독 전문가 양성 및 방역기술 개발 프로젝트
방역봉사단 활동
기타 중국 위생유해생물 방제대회, FAOPMA 대회 참가

37
(임원진 기준)
총 인원: 441

주: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기타 생산자단체 인원은 제외함.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http://www.lhca.or.kr/business/front/management/jojik.do);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http://www.kvma.or.kr/about/majo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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