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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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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 한번 발병하면 화

상을 입은 듯 잎, 줄기가 타들어가 죽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매몰방제를 중심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예방적 방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수출 금지조치까지 취해지므로,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 법규에 금지병해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수화상병의 원인세균인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를 ｢식물방역

법｣에서 국내 유입 금지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세균에 감염된 식물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까지는 과수화상병 청정국이었으나 2015년 경기 안성지역의 발생을 시작으로 

국내 유입 경로 및 확산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매년 재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과수화상병 방제매뉴얼을 개선하여 방제 및 예

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방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2019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피해농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도 329억여 원 이상이 되어 정

부의 재정부담도 높아졌음

 지난 6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충남북 등 기 발생지역 13개 시･군에서 주로 재발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발생지역도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미발생지역을 포함한 전체 과수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과수화상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농촌진흥청의 예찰과 방제 효과에 대한 과수농가와 국민

들의 신뢰도 낮아져 방제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1)
 

 2019년 과수화상병 최대 발생 이후 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단체, 과수농가와 함께 2019년보다 강화된 방

제조치를 도입하여 지난 12월부터 조기 방제를 실시하였으나,2) 금년 들어 과수화상병은 전년보다 한 달 더 

이른 5월부터 충북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신규 발생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확산 저지에 노력하고 있으

나,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사과, 배 농가를 비롯한 과수산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3)
 

◦ 경북, 강원 등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 사과농가의 의심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

산 기로에 있음4)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과, 배는 과수 부문의 주요 수출품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

서도 수입 과일로 대체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므로 재발 방지 및 발생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과수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서 열려…효과적인 방제방안 모색 등 -｣, 201

9.8.8.

2)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과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과수원 관리부터 시작｣, 2019.12.27.;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대응  개선

방안 마련｣, 2020.1.9.;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과수화상병 대응 유전자원 안전보존 시스템 가동｣, 2020.1.20.

3)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 등 대응조치 강화｣, 2020.6.1.; MBN, ｢‘하루새 44곳 확진’... 충

북 과수화상병 확산에 방역｣, 2020.6.8.

4) KBS, ｢평창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강원 남부 비상｣, 2020.6.8.; KBS,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전전긍긍’｣,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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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현행 방제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방제체계의 실효

성을 제고하여 과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과수화상병의 특징 및 발생 현황

1. 과수화상병의 특징

 1780년 미국에서 최초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1900년대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중동, 아시아로 확산

되었으며,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39속(180종)에만 발생하는 세균병임5)

◦ 과수화상병의 원인 세균명은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이며, 영어명은 ‘Fire 

blight’로  감염된 과수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게 되는 현상에서 명명됨

◦ 한번 발생하면 과수산업의 피해가 크고, 폐원(閉園)까지 이르게 함

 2014년 EPPO(유럽지중해식물보호기구) 발표에 따르면 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아시아 등 58개국에서 발

생하였고, 그동안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2015년부터 발생국이 되었음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주로 나뭇가지나 나무줄기의 병환부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 봄 곤충의 매개로 1차 전

염되며, 일기가 습할 때 세균점액이 비바람 또는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음

◦ 주로 개화기인 5~7월경 발생하는데 전염은 주로 꿀벌에 의해 이뤄지고, 비에 씻긴 병원균이 다른 나

무로 이동해 전염되기도 하며 국가 간 전파경로는 감염된 묘목의 이동(미국, EU 등)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경우 1차 감염경로는 화기(花器)6)에서 꽃대와 가지, 새순 순으로, 2차 감염경로는 강우, 

곤충, 전정(剪定)7)도구, 사람 등인 것으로 추정됨

- 과수화상병의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5~2019년 과수화상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발생 유전자형은  북미 동부지역에서 분포하는 균과 일치

하며, 국내에 한번 유입된 병원균이 묘목을 통해 각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음8)

- 중장거리 확산요인으로는 감염된 묘목 외에  작업자가 사용한 도구를 통한 인위적 확산이,9) 발생

지역 내 근거리 확산 요인으로는 곤충, 빗물에 의한 자연적 확산이 각각 추정되고 있음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방제 기술과 예방적 방제체계를 연

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발생 과수의 매몰보다 효과적인 방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덴마크는 과수화상병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해

당 과수를 매몰 조치함

5) 농촌진흥청, ｢농사로 병해충방제정보｣, 2019.7.; 농촌진흥청, ｢올여름 과수화상병 특성과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www.rda.go.kr <2020.6.8. 검색>))

6)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 꽃을 이루는 기관(flower organ)을 말함 

7) 가지를 솎아주거나 잘라내는 것을 말함

8) 정준용,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대책 및 대응방안｣, �식물병해충포럼 침입병해충 대응방안�, 국회농림축 산해양식품위원장 황주홍, 2019.9.3., pp.46~47.

9) 한국농어민신문,｢과수화상병, 작업자 로 인한 전파 유력｣,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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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매몰방제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방제를 

실시함 

- 구체적으로는 조기에 병징(病癥)이나 궤양(canker)을 예찰하여 월동기간 병징 부위에서 40cm 

이상의 가지를 절단･제거, 전정도구 등의 작업도구 소독, 꽃 감염 예방을 위한 개화기 방제, 생육

기 방제 등임

2. 발생 및 피해 현황

가. 발생 현황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 배나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음10)

(|표 1| 참고)

◦ 정부의 예찰, 방제, 매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농가수 및 발생면적은 2015년 43개 농가, 42.9ha

였으나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농가수 및 발생면적은 348개 농가, 260.4ha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15년부터 2020년 6월 9일 현재까지 지난 6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자체는 5개 광역시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13개 시･군(안성, 천안, 제천, 진천, 충주, 원주, 음성, 연천, 파주, 이

천, 용인, 평창, 익산)임

- 한해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매년 신규 지역 또한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국내 첫 발병 이후 2020년까지 강원 원주, 경기 용인‧이천은 1회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이 없으나,  6년 동안 경기 안성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충남 천안은 2019년을 제외한 5회, 충북 

제천은 4회, 충주는 3회, 충남 음성, 강원 평창, 경기 파주는 각각 2회 발생함

◦ 과수화상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예찰과 방제 효과에 대한 과수농가와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져 

방제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11)
 

 2020년 과수화상병 발생의 특징은 예년과 같이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점, 발생

시기와 확산시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전북지역 신규 발생으로 충남･북 이남지역 등 

미발생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임

◦ 올해 발생농가수가 많은 충북 충주지역의 경우 매년 발생지역으로 중점관리하였으나 사과 과수 농가

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올해도 예년과 같이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특징을 나타냄

- 2020년 6월 9일 현재 발생농가 312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주(242호, 142.9ha), 제천

(42호, 25.6ha), 음성(6호, 3.1ha), 안성 (15호, 7.1ha), 익산(2호, 4.8ha), 평창(2호, 2.2ha), 

파주(1호, 0.9ha), 진천(1호, 0.2ha), 천안(1호, 0.1ha) 순으로,12) 전북 익산과 충북 진천을 제외

하면 기 발생지역임

10) 1922년 일본에서 도입된 배 “금촌추” 품종에서 발생한 기록이 있음

1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서 열려…효과적인 방제방안 모색 등 -｣, 20

19.8.8.

12)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015~2020.6.9. 현재)｣,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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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와 방제기준에 따른 주변 과수를 매몰조치하였음에도 경기와 충남‧북

의 기 발생지역은 매년 재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금년에는 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6월부터 확산되던 예년보다 한 달 빠른 5월부터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 예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강우량 증가와 기온 상승(25~27℃)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방방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2020년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충남‧북 이남, 이북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

으며, 사과 주산지인 경북, 강원, 경기지역도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적 방제에 참여한 전

국 과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난 5년간 주요 발병지역은 충북 지역에 한정되었었으나 2019년에는 연천･파주･이천･용인 등 경

기와 강원지역까지 확산되었고, 2020년에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진천, 전북 익산에서도 발

생하여 미발생지역 과수농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음

- 사과, 배 주산지인 타 지역으로의 확산 속도는 더디나 매년 신규 발생 지자체가 소규모로 나타나

고 있어 미발생지역의 과수 주산지로 확산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수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호, ha)

연도 발생농가수 매몰면적
발생시기별 농가수

발생지자체
1~4월 5월 6월 7월 8~12월

기발생

2015
43

(68)

42.9

(59.9)
- 17 21 2 3

3개 시도 3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2016
17

(32)

15.1

(19.7)
- 8 5 3 1

2개 시도 2개 시군

(안성, 천안)

2017
33

(55)

22.7

(31.7)
4 4 8 5 12

2개 시도 2개 시군

(안성, 천안)

2018
67

(135)

48.2

(80.2)
- 2 34 21 10

4개 시도 6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

2019 188 131.5 3 9 104 55 17

4개 시도 10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계
348

(478)

260.4

(323.0)
7 40 172 86 43

4개 시도 11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평창)

발생중

2020

(6.9. 

현재)

312 187.0 5 81 226 - -

5개 시도 9개 시군

(안성, 파주, 천안,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익산, 평창)

전체 계
660

(790)

447.4

(510.0)
19 121 398 86 43

5개 시도 13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진천, 원주, 

평창,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익산)

주: 괄호, 즉 ( )은 발생농가와 주변 100m 이내 매몰기준 적용으로 매몰한 농가수 및 매몰면적의 합임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015~2020.6.9. 현재)｣, 2020.6.12.;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 등 대응조치 강화｣, 2020.6.2.; 장영주, ｢과수화상병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9.16.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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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현황13)

 2019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피해규모였으며, 피해농가에 지급할 손실보상금 

규모도 329억여 원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매년 가중되고 있음

◦ 2015~2019년까지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매몰 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은 348호, 

260.4ha이며, 발생농가 반경 100m 이내 매몰기준 적용으로 매몰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을 합하

면 478개 농가, 323.0ha에 이름(|표 1| 참고)

- 매몰 농가에게 3년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도 2015년 87억 6백만 원, 2016년 29억 9천 6

백만 원, 2017년 45억 2천 6백만 원, 2018년 205억 4천 6백만 원, 2019년 329억 8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 손실보상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에는 매몰대상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만으로 한정하였는데

도 발생면적이 급증하여 농촌진흥청은 2020년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수와 발생면적은 312호, 187.0ha에 이르며,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어서 매몰 면적과 손실보상금 규모도 예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5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과수산업의 피해로는, 기 발생지역 과수산업계의 경우 매몰이후 3년간 

동일작목을 심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발생지역 과수산업계의 경우에도 예방적 

방제로 인한 생육 부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 발생지역의 발생농가와 예방적 목적으로 해당 작목 과수를 매몰한 농가는 공적방제로 인한 피해

를 농촌진흥청이 손실보상금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작목 전환을 위한 문제, 3년 이후 과수 품목의 특

성상 성과수로 키우기까지의 4~5년간의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손상보상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미발생지역에서는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한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을 걱정하여

야 하고,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월동 시, 개화 전, 개화 후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며, 예방적 방제로 인한 과수의 성장 억제 등의 방제 피해 문제도 제기하

고 있음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면적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5

년간 급증한 상황임(|표 2| 참고)

◦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면적 비율은 2015년 0.097%, 2016년 

0.034%, 2017년 0.051%, 2018년 0.111%, 2019년 0.309%로 지난 5년간 0.212%p 증가함

◦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매몰한 면적 비율은 2019년부터 발생지역 인근 

매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면적 비율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0.141%, 2016년 

0.044%, 2017년 0.071%, 2018년 0.184%, 2019년 0.309%로 지난 5년간 0.168%p 증가함

13) 정준용, 앞의 글, 2019.9.3.,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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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과‧‧배 재배면적 및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추이 

(단위: ha)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과 재배면적 31,620 33,300 33,601 33,234 32,954

배 재배면적 12,664 11,164 10,861 10,303 9,615

사과, 배 재배 면적 계 44,284 44.464 44,462 43,537 42,569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비율
42.9

(0.097%)

15.1

(0.034%)

22.7

(0.051%)

48.2

(0.111%)

131.5

(0.309%)

과수화상병 매몰면적 비율
62.6

(0.141%)

19.7

(0.044%)

31.7

(0.071%)

80.2

(0.184%)

131.5

(0.309%)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각 연도.; 장영주, ｢과수화상병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9.16.;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현황(2015~2019)｣, 2020.6.12.를 저자가 재정리함

 전국적으로 사과, 배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

생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의 경우 2015년 대비 1.4%(성과수 4.9%) 

감소하여 발생지역 과수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고) 

◦ 통계청의 농업재배면적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0.7%의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량은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

으며, 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도시 개발, 수입과일 확대, 소비자 기호 변화 등에 따른 폐원 면적 

확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5.1%의 감소세에 있음

◦ 배의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표 4| 참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지만, 사과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역별 재배면적을 비교한 결과 충북지역과 경

남지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과 재배면적 감소지역인 충북은 과수화상병 발생 영향이, 미발생지역인 경남은 농가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폐원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강원, 전남, 전북지역의 재배면적 증가가 전체 사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외 사과 재배면적의 증가에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가 기후변화와 함

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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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추이(2015~2019년)

 (단위: ha, %)

시도별

2015 2019
차이

(2019-2015)
증가율

사과
사과

(성과수)
사과

사과

(성과수)
사과

사과

(성과수)
사과

사과

(성과수)

계   31,620 21,965 32,954 23,911 1,334 1,946 4.2 8.9

발생

경기 330 170 341 211 11 41 3.3 24.1

강원 721 218 1,092 542 371 324 51.5 148.6

충북 3,984 2,789 3,929 2,653 - 55 -136 -1.4 -4.9

충남 1,283 962 1,436 1,142 153 180 11.9 18.7

미

발생

전북 2,223 1,237 2,698 1,776 475 539 21.4 43.6

전남 289 235 557 390 268 155 92.7 66.0

경북 19,247 13,759 19,462 14,723 215 964 1.1 7.0

경남 3,444 2,537 3,313 2,388 -131 -149 -3.8 -5.9

기타 99 58 126 85 27 27 27.3 46.6

주 1: 기타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임

주 2: 성과수는 과일을 생산하는 과수를 말함 

자료: 통계청, ｢농업재배면적조사-노지과수｣, 각 연도.를 비교･정리함

|표 4| 지역별 배 재배면적  추이(2015~2019년)

 (단위: ha, %)

시도별

2015 2019
차이

(2019-2015)
증가율

배
배

(성과수)
배

배

(성과수)
배

배

(성과수)
배

배

(성과수)

계 12,664 11,782 9,615 9,074 -3,049 -2,708 -24.1 -23.0

발생

경기 2,426 2,141 1,908 1,801 -518 -340 -21.4 -15.9

강원 134 127 204 188 70  61 52.2   48.0

충북 502 412 362  328 -140 -84 -27.9 -20.4

충남 2,334 2,198 2,012 1,970 - 322 -228 -13.8 -10.4

미

발생

전북 618 598 537 522 -81 -76 -13.1 -12.7

전남 3,499 3,388 2,230 2,123 -1,269 -1,265 -36.3 -37.3

경북 1,422 1,308 1,165 1,020 -257 -288 -18.1 -22.0

경남 835 787 435 414 -400 -373 -47.9 -47.4

기타 894 823 763 708 -131 -115 -14.7 -14.0

주 1: 기타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임

주 2: 성과수는 과일을 생산하는 과수를 말함 

자료: 통계청, ｢농업재배면적조사-노지과수｣, 각 연도.를 비교･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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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1. 국내 방역체계 현황

 과수화상병의 원인균인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는 국내 유입 시 잠재적으로 경제

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1993년부터 ｢식물방역법｣제2조제5호,14)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5)에 따라 금

지병해충으로 지정하여 검역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음

◦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균에 감염된 식물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모든 국가 산 기주식물16)도 수입을 금지함

- 2020년부터는 과수화상병 발생국의 꽃가루 수입도 금지하고 있음 

◦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방제를 관리하는 공적방제 대상 과수질병으로 관리함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유실수 12종,17) 정원수 8종,18) 야생종(기타) 11종19)이 공적방제 대상이 됨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

촌진흥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방제 형식으로 매몰과 예방적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20)21)

◦ 세계적으로도 방제기술이나 방제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기 때문에 

발생 전에는 예방적 방제를, 발생 시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를, 장기적으로는 방제기술 개발 

및 치료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제기준의 기본원칙은 매몰하게 되어 있는데, 감염의심 나무는 발견 시 매몰하고, 확

진 시에는 발생 과원 전체 과수를 매몰함

14) ｢식물방역법｣ 제2조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15)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11. 배나무아과ㆍ복숭아속식

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ㆍ접수ㆍ삽수 등 재

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

다)과 생과실(복숭아속 식

물은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 과수화상병

[Erwinia amylovora]

- 사과빗자루병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 자두곰보병

[Plum pox virus]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배나무아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

ㆍ접수ㆍ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

[일본] 전 지역

[대만] 전 지역

복숭아속식물의 묘목ㆍ접수ㆍ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일본] 홋카이도ㆍ시코쿠ㆍ규슈ㆍ

오키나와현

16) 기주식물(host plant, 寄主植物)은 주로 초식성(草食性) 곤충이나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食草)임

17)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 매실, 자두, 아로니아,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18) 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독이, 팥배나무, 명자나무, 해당화

19) 돌배, 찔레, 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딸기, 벚나무류, 마가목, 팥배나무, 콩배나무, 해당화

20) 과수화상병의 방제지침은 2015년 예찰․방제 대책회의(농촌진흥청 주관)에서 결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매년 개선하고 있음. 가장 최근 개정시기는 20

20년 5월임( 농촌진흥청, ｢2020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잎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2020.5.)

2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는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뿐입니다.｣, 농사로 농업기술포털(http://www.nongsaro.go.kr), 201

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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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는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복숭아, 자두 등)도 매몰하였으

나 이 규정은 2019년부터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단, 매몰지에 다른 품목의 재배는 허용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원은 공적방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손실보상금

을 지급하는데, 과수보상, 농작물보상(1년), 그리고 영농손실보상(2년)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9년도 과수화상병 최대 발생 이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대응 관련 방제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는

데,22) 크게  예방대책, 공적방제대책, 손실보상대책으로 나눌 수 있음

◦ 예방대책으로는 예방을 위한 재배관리 및 농가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홍보하고,23) 기 발생지와 인접

한 경북 및 충남, 충북 지역(9개 시･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24)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40개소, 전문 인력 80명)을 운영한다고 밝힘25) 

◦ 공적방제 대책으로는 방제범위를 발생지역, 완충지역(발생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변 시･군), 미발생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26) 운영함

◦ 손실보상대책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밀식도27)에 따른 재배유형별 보상금 편차 해소를 위해 

단가를 세분화함

-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단가는 과종(사과･배)･재배유형(일반, 반밀식, 밀식)･수령별로 책정하여 추

진하고 있으나 재배유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수령)액의 편차가 발생하여 2020년 손실보상

금 단가 적용기준을 조정함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매몰기준의 경우 금년부터 기 발병지역은 지역 발생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기

준으로 방제대책을 적용하고 있음

- 한편 미발생 지역인 사과 주산지 경북과 배 주산지 전남 등은 청정지역 유지를 목표로 선제적 방

제를 추진하고, 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 과수는 매몰하고, 주위 100m 내의 사과․배 농장도 추

가 발생이 확인될 경우 매몰을 원칙으로 함

- 신규발생지역의 경우 획일적인 매몰보다는 주변농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방제범위 조정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할 예정임

- 이미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 우려가 높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부분․선별

적으로 매몰함28)

22)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대응  개선방안 마련｣, 2020.1.9.

23) 전정가위, 톱, 신발, 작업복 등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발생과원 방제조치 등

24) 충북(청주, 괴산), 충남(공주, 아산), 경북(예천, 영주, 봉화, 문경), 세종

25) 경기(8개소), 강원(6), 충북(4), 충남(4), 전북(2), 전남(3), 경북(5), 경남(5), 제주(1), 특ㆍ광역시(2)

26) 발생지역(11개 시･군, 안성, 이천, 용인, 파주, 연천, 원주, 평창,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완충지역(21개 시･군: 수원, 고양, 성남, 화성, 평택,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양평, 의왕, 동두천, 강릉,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증평, 진천, 단양), 미발생지역(기타 시･군)

27) 밀식(고밀도 재배, 사과 126주 이상, 배 56주 이상)재배, 반 밀식재배(사과 65～125주, 배 27∼55주), 소식재배(저밀도 재배, 사과 64주 이하, 배 26주 이하) 

28) 과거 과수 한 주만 발생되어도 전체를 매몰하던 기준을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고 5% 이상만 전체 매몰하며, 발생과원 주변 

예방차원의 매몰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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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이번 충주와 같이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은 발생주율29)이 5% 미만인 경우에

도, 한 농장의 두 지점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방제관 판단에 따라 신속히 매몰하는 기

준을 적용함

2. 문제점과 한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예찰과 방제, 매몰 등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연구 기

반 확대와 예방적 방제 중심의 장단기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과수화상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재

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히려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2015년 이후 정부의 과수화상병 방제대책은 발생면적 증가에 따른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의 세분화, 

발생 전 예방적 방제 강화라는 두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30)

◦ 첫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기 발생지역의 과수화상병 세균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한 질병의 

예방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19년 과수화상병의 근본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매몰대상 및 범위를 주요 발생국과 유사

한 수준이었던 2015년 발생 초기의 매몰 및 방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

적에도 불구하고,31) 농촌진흥청은 2020년 방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선별적 매몰 및 방

제기준을 적용하였음

- 이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저지 효과보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매몰한 과수농

가의 피해 및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 방제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수화상병의 특성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매몰 및 방제기준의 선별적 적용은 금년 과수화상병 발병과 확산의 간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데,32) 그 이유는 다른 과수 병해충과 달리 과수화상병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매몰하는 방법이 최선인 세균병이기 때문임

- 과수화상병 발생의 근원적 원인인 세균을 차단하지 못하는 방제체계에서는 기발생지역의 재발을 

저지하기 어렵고 이러한 발병 양상은 사과, 배 주산지로서 미발생지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둘째,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생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제기

술의 연구개발 결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제제와 방제기술, 치료제가 연구‧개발되어 

있지 않아 방제체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금년의 경우 과수화상병이 정부가 중점관리했던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과수산

업계는 예방방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식물방제 기술 및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연구결과의 축적, 현장 적용 및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

는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사안임33)

29) 전체 과수 수 대비 질병발생 과수 수의 비율

30) 장영주, ｢과수화상병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9.16.을 참고바람

31)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 방제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철저한 매몰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

019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2) 농민신문, ｢“과수 구제역 ‘방제 골든타임’ 놓쳐 피해 확산 키웠다.”｣,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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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어려움은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 예방 약제 및 방제시기의 효과에 대한 과학

적 검증체계가 불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음34)

◦ 셋째,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산업계가 주

체적으로 참여한 민관협력 체계가 운용되지 않아 과수화상병 발생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

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의거, 농촌진흥청이 관심, 주의, 경계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사전 예방약제 등록 및 살포와 예찰,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전담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병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의 방제는 농촌진흥청이 다른 작물 병해충 방제업무를 포함하여 예찰과 예방적 방제

와 발병 시 대응, 손실피해보상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이 주요업무인 농촌진흥청이 

총괄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35)

- 이로 인해 공적방제의 양적 강화와 발병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 외 기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

을 포함한 전체 과수산업의 직간접 피해 대응 대책과 장기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Ⅳ.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1. 과학적 검증에 따른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운영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방적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매몰이 최선의 대

책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매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같이 전염원에 대한 비접

촉이 최우선이며 이러한 이유로 과수화상병 발생국들은 엄격한 매몰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농가와 일

정거리의 주변 농가까지 예방 차원의 매몰을 방역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에 일단 감염이 되면 근본적인 방제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 발생지

역의 재발과 함께 미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계속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이 필연

적임

◦ 이러한 이유로 과수화상병 매몰기준을 일관되게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는 과

학적 검증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 발생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몰대상 조

정 등 현 방제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36)

33) 그동안 금지병해충 연구는 시료 확보의 문제, 차폐 연구시설 미비로 국내 연구 자체가 어려워 해외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현행 금지병해충 방제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환경, 예를 들면 겨울철 온도 상승 등의 기후 특성, 밀식형 과수농업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34) 농민신문,｢경기 용인서도 과수화상병 발생｣, 2019.8.9.; 농민신문,｢과수화상병, 충북 이어 경기서도 속출…“방제체계 재검토를｣, 2019.8.12.

35) 실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과수화상병 대응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의 방제 연구가 주임

36) 국내 과수화상병 발병과수의 매몰기준은 2015년 덴마크와 유사(발생지 반경 100m 이내 매몰조치)하게 설정하였음. 호주는 반경 2km,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매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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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봄, 여름철 과수화상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효과를 검증하

고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하여야 함

◦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계속 발생지역, 신규 발생지역, 미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찰 및 방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역

별 기후변화와 재배환경‧재배방법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예찰 및 방제체계에 대한 과수농가의 

신뢰를 높여야 함

◦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 중에는 사과, 배 등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묘목의 생산･유통･판매를 보다 엄격

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강화된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손실보상금 산정 시 매뉴얼 준수에 

관한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하여 감액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발생원인을 시급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후

부터 확진 후 매몰 완료까지의 시간 단축 등 현장 중심의 방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과수화상병이 미발생한 사과, 배 주산지에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 방제 효과를 제고하고, 정부의 

공적방제에 대한 과수산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2.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연구 기반 확대

 과수화상병의 치료제 개발과 효과적인 방제기술 연구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방제체계의 과학적 기반

구축과 검증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진흥청은 지난 6년간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 매몰 등 방역체계 정비와 시행, 방제 및 치료 관련 

연구 기반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지만,37) 계획 실험 수준으로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과수화상병균을 10분 내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

고 수입된 방제약제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를 소독할 수 있

는 약제를 선발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대용 소독장치 시제품을 개발해오고 있음

- 올해부터는 효과적인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의 진단기술 등 근본적인 방제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나무주사를 통해 항생제를 투입하여 치료하는 방법,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통한 치료제 개발, 과수화상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저항성 계통과 품종 개발, 묘목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초정밀 진

단기술과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Biosafety 

Level 3(생물안전관리 3등급)  격리연구시설(온실 포함)38)을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오염

나무를 심어 현장 실험을 시행할 계획임

37)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7.9.;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1.9.

38) 공기조절(음압, 공기재순환 방지, 헤파필터 설치), 배수 및 폐기물 처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3급에 해당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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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연구되었던 과수화상병 예측모형 개발,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과수화상병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이지만 매년 신규 발생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방제 경험에 기반하여 개선한 현 예방적 방역체계의 효과가 여전히 미흡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과수 가지나 토양 속에 오염되어 있는 균을 사전에 감지할 연구나 방제 기술이 구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의 양적 관리 강화로 과수화상병 발병을 저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진흥

청의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재발하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므로 고위험식

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시설(BL3급) 신축 등 관련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방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현장 수요에 맞추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장

단기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3. 식물방제 총괄조직 및 민관협력체계 정비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방역 총괄조직과 같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수화상병의 치료제와 효과적인 예방방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수화상병 관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는 중요한 문제임

◦ 2019년 2월 감사원이 주의･통보･징계 조치한 미발생지역의 예찰활동 부실문제,39) 검역과 방제로 

이원화된 운영체계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괄기능과 현장 방제기능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

이기 때문임

◦ 해마다 전 세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과수산업의 국제무역은 과

일 그 자체뿐 아니라 종자, 묘목, 꽃가루, 관련 농자재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물방역과 같이 농림축

산식품부에 식물방역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큼

- 병해충으로부터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노력으로 유엔(UN)은 2020년을 ‘세계 식물건강의 해’로 지정하

고,40) 빈곤, 기아, 환경, 경제발전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식물건강’임

을 밝히고 있어 장기적 대응을 위한 조직 구축이 시급함

 과수화상병 종식을 위한 장기로드맵 작성 및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기관과 지역 대학, 

전문가, 민간 방제업체, 그리고 과수산업 간 책임 분담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국내 과수화상병 박멸 선언41)을 위한 로드맵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이의 시

행‧평가를 위한 식물방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39) 2016~2018년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국 사과･배 재배농가의 45.6%가 있는 경북지역은 약제 방제 비율이 28.4%, 나머지 지

역은 96%인 것으로 확인됨(감사원,｢감사보고서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2019.2.21., pp.62~71.) 

40) 슬로건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 임 

41) 과수화상병 발생 포장에 대한 발생여부 조사를 5년간 실시하고 무발생이 확인되어야만 박멸 선언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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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식도에 따라 세분화된 2020년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과수농가의 반발이 크므로,42) 과수농

가의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적방제 협력에 대한 과수산업계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재배유형별로 산정･적용하였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10a당 재배주수 단위로 세분화하였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식이후 성과수가 되기까지의 

공백 발생 등 실제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수산업계

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4.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양대산맥인 사과와 배는 수입과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에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주요 품목이므로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산업계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확실한 과수화상병 저지대책과 발생 원인 분석에 따른 방제대책 마련에 지방자치단체, 과수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예방적 방제의 실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제대책은 중앙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와 역량 

제고만으로 실행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방제산업계, 과수산업계의 협력 강화가 과수화상

병 확산 저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임

◦ 개화기 사람에 의한 감염경로와 벌 등 곤충에 의한 감염경로 등 전파원별 대응책을 종합하여 예방방

제 매뉴얼과 실효성이 확보된 방제 제제를 보급, 과수농가의 자체 예방방제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여야 할 것임

 과수화상병의 검역과 방제는 우리나라의 대표과일인 사과, 배 등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으므로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저지와 기 발생지역의 재발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장 중심의 방제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함

◦ 과수산업계는 기후변화로 생산의 위기를, 수입과일의 증가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이 높은 사과, 배의 수출과 내수 소비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사과, 배 재배면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보다는 사과 재배면적의 감

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복구하는 방안을 우선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지난 5년간 배 재배면적은 강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피해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었음 

- 반면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한 충북지역의 경우 사과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42) 한국농정신문, ｢화상병 확산세... 보상기준 변경 탓 매몰 거부 논란까지｣, 2020.6.8.; KBS,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전전긍긍’｣, 2020.6.8.; 한겨레

신문, ｢“코로나는 치료라도 하지” 과수화상병 습격에 새카매진 농심｣,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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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매몰지역 과수산업의 품목 전환 및 묘목 재식 문제, 예방목적의 방제제 사용에 따른 생육 장애 문제, 

과수산업의 특성상 성과수가 되기까지의 기간 소요문제 등 현장 과수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조금 운

영을 통한 자구적 노력과 매몰농가의 대체작물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원예농업 시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의 불법･불량 묘목 유통과 방제지침 준수에 대한 과수산업계 자체 감시기능

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에 저항성이 높은 신품종 재배, 대체 작목 모색, 밀식도 조정 등 과수산업계

의 예방적 방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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