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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된 구제역으

로전국 11개시·도 75개시·군 3조 9,734억원의막

대한피해가발생

살처분 및 매몰은 소, 돼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

생산구조의일대변화를야기

전국적으로높은비중으로유지하던경기권(17.8%)

과충남권(17.9%)의사육기반이크게붕괴

다행히전북축산업은구제역의소용돌이한가운데에

서도 민·관의 철저한 방역 등의 대응을 통해 초유의

구제역피해를막아냄

구제역 발생 이후 소는 10.9%→11.4%, 돼지는

12.2%→18.1%로비중이높아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축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만, 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연관산

업에막대한 향을미침

질병의 방역(소독)비, 생산의 손실, 처리비용, 가격변화, 수급조절 등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환경오염, 시설감소, 도축·유통업체등연관산업의간접피해가크게발생

이에 구제역 방어로 전라북도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 생산액은 약 4,062억

원, 부가가치는약1,827억원, 9,936명의고용유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제는 상시화 되는 가축질병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의 발전

방향과과제를실질적으로모색해야함

첫째, 가축질병상시화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지역단위축산총량제의선도적실시와지

역순환친환경축산시스템의구축

둘째, 생산자 단체 중심의 조직화·계열화 확대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와 불확실성을 해소하

고, 생산자스스로의조정능력을확보

셋째, 친환경축산업재편을위한실행계획으로친환경축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고‘안전·

청정전북축산물’의마케팅강화

넷째, 가축질병은축산업만의문제가아닌지역경제의중요사안이기때문에생산자·소비자,

공공·민간의일상적방어태세구축

구제역 종료 이후,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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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역 방어,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다

지난해 11월경북안동에서발생, 올해 4월초종료된구제역은농업發사회적재앙으로공장형축산업

에경종을울리는동물의역습이었음

전국11개시·도, 75개시·군으로급속히확산된구제역은국내축산업전반에막대한피해를야기

(6,250여농가, 348만마리가축의매몰)

특히가축·사람·차량등의이동제한과함께축산물수급에지장을초래하여사회·경제적으로커다

란 향을미치고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와 방역체계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업 대책을 발표하여

농식품안전관리정책의대전환을예고

다행히전북축산업은구제역의소용돌이한가운데에서도민·관의철저한방역등의대응을통해초

유의구제역피해를막아냄

전라북도는농업의비중이높고, 축산업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구제역방어는방어수준에

그치지않음

매몰로 가축 사육기반이 붕괴한 다른 지역에 견줘 구제역 방어로 사육기반을 보전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효과는더욱큼

특히축산업의연관산업을감안하면전라북도의구제역방어는단순한농업적사안이아니라지역경

제침체를막는데지대하게기여

이제는구제역방어의성과를바탕으로상시화되는가축질병의위험에대응하기위한근본적인축산업

의구조개선등의발전방향과과제를실질적으로모색해야함

2000. 3.24~4.15

15건(소 15)

3개도, 6개 시·군

2002. 5. 2~6.23

16건(돼지 15, 소 1)

2개도, 4개 시·군

2010. 1.2~1.29

6건(소 6)

1개도, 2개 시·군

2010. 4.8~5.6

11건(소 7, 돼지 4)

4개시·도, 4개시·군

2010.11.28~2011.4.3

153건(소 7, 돼지 4)

11개시·도75개시·군

발생

현황

조치 및

대응

재정
소요액

살처분 2,216두,

182농가

예방접종 실시

살처분 160,155두,

162농가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5,956두, 

55농가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49,874두,

395농가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3,479,513두,

6,250농가

예방접종 실시

3,006억원 1,434억원 288억원 1,267억원 39,734억원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년 11월~2011년 3월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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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확산에급급한방살처분과매몰로점철된구제역은허술한매몰과매몰지에대한사후관리미숙

으로침출수유출, 상수원오염등의2차피해사례가속출

12개 시·도 4,799개 매몰지 중 일부는 살처분·매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단가옥·수원지·하

천·도로에인접한곳에비닐포장조차없이매몰하는사례가속출

주 1. 전라북도의 매몰현황은 구제역 의심 지역의 종축장으로부터 입식된 자돈(仔豚)의 사전적 매몰조치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매몰은 아님.
주 2. 사육규모는 2010. 12.31 기준, 매몰현황은 2011. 3.31 현재.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1. 

경기권

강원도

충북도

충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북도*

전남권

제주도

합 계

70,037

19,393

6,624

2,298

52,510

9

1

-

-

150,872

14.6%

7.8%

2.9%

0.5%

8.2%

-

-

-

-

4.5%

480,358

248,519

225,265

473,084

637,120

357,031

364,769

530,085

35,160

3,351,391

1,685,043

392,740

328,206

465,876

372,543

61,302

12,531

-

-

3,318,241

89.7%

85.2%

57.2%

24.5%

29.5%

5.0%

1.0%

-

-

33.6%

1,879,447

461,076

574,050

1,900,327

1,262,197

1,232,679

1,200,632

868,192

502,032

9,880,632

1,758,416

413,312

336,893

468,300

429,007

61,431

12,533

-

-

3,479,892

74.5%

58.2%

42.1%

19.7%

22.6%

3.9%

0.8%

-

-

26.3%

2,359,805

709,595

799,315

2,373,411

1,899,317

1,589,710

1,565,401

1,398,277

537,192

13,232,023

(단위 : 두)

구분
매몰두수

소 돼지 합계

비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매몰두수
비율

매몰두수
비율

2. 구제역이 남긴 피해, 그리고 전라북도의 방어

전라북도를포함하여전남·광주, 제주를제외하고전국11개시·도, 153개시·군이구제역이발생

지역별로는 경기권(경기·인천·서울)이 74.5%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강원도 58.2%, 충북도

42.1%, 경북권(경북·대구) 22.6% 등의순

구제역발병으로소는전제의4.5%(15만마리), 돼지는33.6%(332만마리) 등전체의26.3%가살처분·매

몰처리

살처분·매몰 농장만도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2.1%(3,749개소), 돼지는 26.5%(2,113개소) 등 6,250

개농장이피해를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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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정부는총리실·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합동으로매몰지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추가대책을

마련

대규모 매몰지 2,208개소(소 50두, 돼지 1,000두, 가금 5,000수이상)를점검한결과 462건이보완

대상으로정비·이설등의추가조치가잇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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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및매몰은소, 돼지를중심으로한축산업생산구조의일대변화를야기

전국적으로높은비중으로유지하던경기권(17.8%)과충남권(17.9%)의사육기반이크게붕괴

살처분·매몰된소의46.4%, 돼지의50.5%를차지하는경기권의생산기반위축이두드러짐

이에반해구제역이발생하지않은전북도·전남권의경우상대적으로축산업의생산기반을유지

전북도의경우구제역발생이후소는전체의10.9%→11.4%, 돼지는12.2%→18.1%로비중이높아짐

축산업생산기반의붕괴는국내축산물의공급감소로이어져구제역발생직후쇠고기와돼지고기가격

이급등하다가안정화되는경향

한육우는 전체의 4.5%가 살처분되어 돼지의 살처분 비율 33.6%에 비해 높지 않으나 소비자의 소비심

리위축에따른가격하락으로보여지며, 돼지고기는절대적공급량감소에따른가격상승으로판단

구제역 이전

구제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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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역학조사결과, ‘발생시차단방역미흡, 규모화·집약으로전염의용이한확산, 차단방역의인

적·물적자원동원의제약성’등이전국적확산요인

구제역은직접전파, 간접접촉전파, 공기전파등의전파력이매우빨라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A

급전염병으로분류

확산일로를걷던구제역의발병을막아낸전라북도민·관의종합적대응과방어는불가항력적인구제

역의특성에견줘높게평가되어야함

전라북도는 이미 2006년·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20건) 등의 피해를 경험하면서 가축질병

발생시효과적인차단방역과사태수습의역량을내부적으로구축

2006년3건(익산·김제), 2008년17건(김제·정읍·익산·순창) 발생등선험적피해와경험을통해

가축질병발생에따른대응능력을구축해왔음

구제역유입차단을위해도와시·군경계에총150개소이상의소독통제초소를민·관공동으로운

소독초소에연인원96,887명(공무원41.9%, 민간인53.2%, 군인4.9%) 등을동원

축산농가의 농장단위 차단 방역 강화, 축산물 반입의 자제, 가축분뇨처리업체(차량)의 방역 강화 등의

지속적인노력을경주

축산농가소독소홀을대비한분무소독강화, 농장출입시소독확인서지참강제등

특히국가단위차단방역활동의내실있는실행과함께전라북도자체의방역활동을강화를통해구제역

에적극대응

시·군공무원1마을1담당공무원제(14개시·군, 251개읍·면·동2,500명구성)로마을단위방역

활동점검

사료공장, 집유장, 가축분뇨처리장, 도축장, 도계장 등 축산관련 사업장의 매일 점검(20개반 150명,

292개소)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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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구제역 방어의 효과 분석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축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만, 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연관산업에 막

대한 향을미침

질병의방역(소독)비, 생산의손실, 처리비용, 가격변화, 수급조절등의직접적피해와함께환경오염,

시설감소, 도축·유통업체등의연관산업의간접피해가크게발생

자료 : 양병우, 2011.



10 | J-think Issue Briefing 2011

우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일단 발병하면 차단방역이 실시되면서 감염가축은 즉시 매몰처리 되고, 가

축의출하와이동이제한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적 살처분·매몰에 따른 생산액 감소, 보상·처리비, 차단방역비 등이직

접적인재정지출액만3조17억원에달함

질병의확산을막기위해생산의전단계(전방산업)인사료공급및종축의이동이제한

발병인근지역의사료공장폐쇄, 살처분에따른사료수요의감소등으로사료업계의경 에막대한

차질이발생

가축의 출하와 이동이 제한되면서‘생산자→우시장→산지상인→도축장’의산지유통 경로가 제대로작

동하지못함

전북도내에서도10개소의우시장이폐쇄, 산지거래및도축장등의운 도중단

산지에서의가축거래가제한과도축장운 의중단은축산물공급부족으로이어져단기적으로소매및

소비자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

돼지고기(삼겹살소매500g 2등급)의2011년1월, 전월대비32.6% 상승한이후지속적인강세를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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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료 이후,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다

축산물공급부족해결을위해외국으로부터의축산물수입이확대

올상반기축산물수입(중량기준)은전년동기대비쇠고기는19.7%, 돼지고기는76.1% 증가 (광우병

발생후8년동안수입이중단된캐나다산쇠고기도수입재개)

한편 차단방역의 강화와 확대는 도시민의 농촌체험·교류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어져 체험객이 급격

히감소

대표적인농촌체험마을인임실치즈마을은2011년 1월~3월방문객(2,204명) 및매출액(38,456천원)

이전년동기(7,539명/143,241천원)에비해73.2%나감소

특히 국가적 차단방역과 이동 및 집회·모임의 자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제한으로 확대되어 각종

문화관광등교류·이벤트가취소·연기

전라북도는13개시·군에서예정했던18개의크고작은축제나행사가취소·연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2010 제야축제(2010.12.31)

새만금 해맞이행사(2010.12.31)

제야의 종소리(2010.12.31)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축제(2010.12.31)

해맞이 익산건강기원제(2011.1.1)

정읍천·꽃축제(2011.4.3~23

지리산 고로쇠축제(2011.3.6)

해넘이행사(2010.12.31)

소양 꽃 축제(2011.3.15~17)

축제 및 행사지 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해맞이 축제(2011.1.1)

정월대보름축제(2011.2.17)

운장산고로쇠축제(2011.3.12~13)

남대천얼음축제(2011.1.8~16)

해넘이 행사(2010.12.31)

팔봉대보름축제(2011.2.17)

없음

구시포 해넘이행사(2010.12.31)

변산 해넘이축제(2010.12.31)

축제 및 행사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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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정축제는 14개로축제의총방문객수는3,375,781명, 직접적경제효과는2,029억원으

로추정(2010년현재)

만약 2010년 기준으로 가을철(9월~11월, 10개 행사 개최)에 전라북도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방

문객 수 19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이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1,291억원에 달할 것으

로전망

(구제역발생을가정한산업연관분석을통한분석)

구제역방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기란어렵기때문에, 전라북도가구제역을방어하지못하

을경우를가정하여그손실에따른파급효과를방어의효과로가정

축산업피해는단기적으로발생지역내가축살처분에따른손실과장기적으로는시장여건의변화(가

격하락등)에의한농가판매액감소등의피해로구분

자료의 한계성 등으로 단기적인 효과만을 전국 구제역 발생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

정하여분석

전라북도가구제역방어에실패하여피해를입었을경우를가정하면, 도내축산업은2,946억원의직접

적인생산액감소가예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자료 : 전라북도, 2010 문화관광축제평가보고서, 2011.

전주비빔밥축제(10.21~24)

세계철새축제(11.10~14)

익산서동축제(9.30~10.3)

황토현동학축제(5.8~9)

춘향제(4.23~26)

지평선축제(10.6~10)

대둔산축제(10.28~10.30)

428,250

180,340

130,278

30,229

672,634

811,750

52,388

29,600

11,067

8,469

1,073

21,060

59,690

1,790

축제명 방문객
추정(명)

경제효과
(백만원)지 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마이문화제(10.11~13)

반딧불축제(6.12~20)

한우랑사과랑축제(9.10~12)

소충·사선문화제(10.1~3)

순창장류축제(10.8~10)

고창모양성제(10.14~17)

오디LOVE불꽃축제(7.30~31)

21,330

680,075

116,236

36,230

135,071

57,764

23,206

1,281

49,583

9,286

2,130

3,894

1,978

2,002

축제명 방문객
추정(명)

경제효과
(백만원)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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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료 이후,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다

구제역발생을가정한지역경제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구제역방어에따른경제적이익으로파악

전라북도 구제역 발생을 가정한 직접적 생산액 감소액(최종수요 변화) 규모와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

용하여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

구제역방어로전라북도얻은경제적이익은직접적생산액은약4,062억원, 부가가치는약1,827억원,

9,936명의고용유지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사례 1 :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 - 2,350억 엔(3조 1,725억원) 피해
2010. 4.20~7.4, 현동부지역을중심으로발생, 소·돼지288,643두매몰처리
구제역발생으로부터회복까지5년이소요될예상
살처분·매몰로 인한 직접 피해액 1,400억 엔, 구제역 발생기간의 출하제한으
로인한손실액825억엔
사료·사육자재업자 업손실액479억엔, 축산물가공업손실액89억엔등

이벤트중지나관광객의감소에동반한도·소매업, 음식업，숙박업등의손실액
은구제역발생으로부터해제까지(약3개월) 950억엔에달하는것으로집계

사례 2 : 2001년 국 전역 - 80억 파운드(13조원) 피해
2001. 2~2001.11 국 전역으로 확산, 네덜란드까지 전파, 2,026건 640만마리
이상이매몰·도축처리
정부 지출액만 30억 파운드(약 5조원), 민간 피해액 50억 파운드(약 8조원)으로
집계
군이출동하여감염발생지점반경3km 이내전가축을살상·소각·매립처분

주. 한우는 성우(수소), 돼지는 성돈 평균체중의 산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돼 지

소

합 계

3,759

168

3,928

18,731

7,240

25,971

441.5

17.4

459

2,200

747

2,946

3,318

151

3,469

16,532

6,493

23,025

12.5

-

12.5

62

-

62

(단위 : 천두, 억원)

구분 전 국 전 북 전 국 전 북

전라북도 구제역 발생을 가정한 생산액 감소(추정)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실제 직접적 생산액 감소

살처분 가축 생산액 감소 살처분 가축 생산액 감소 살처분 가축 생산액 감소 살처분 가축 생산액 감소

4,062 억원 1,827억원 9,936명

생산 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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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방역의문제가아니라지속가능성, 다양성, 연관성을갖춘생산구조로의재편을지금시작해야함

공장형축산업과같은축산환경을유지하는이상구제역등의위험요인이결코제거된것이아니

기때문에더큰피해는불가피

지역단위 집사육해소를위한축산총량제의선도적실시

환경오염·가축질병위험을해소하기위해축산총량제의선도적실시(축산업허가제실시와연계)

지역양분관리(환경자원의수용능력) 시스템에의한축산총량제(사육두수의제한)

지역순환친환경축산시스템의구축

가축분뇨자원화양과사료자급기반확보를전제로한지역순환시스템

수입사료의존형축산은환경부하를야기하기때문에자원순환보다지역순환이중요

생산자 단체(축협, 양돈조합 등) 중심의 계

열화를 통해‘자재-가축관리-출하-유통’

을일원화하여거래비용감소와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야함

개별 축산 농가단위의 한계(구매, 가축관

리, 판매)를해소하지않으면친환경축산

업은통제중심으로밖에가능하지않음

항생제, 오염·감염·질병 등에 대한 내적

검증 시스템을 생산자 스스로 강화해 나가

야함

생산자 스스로의 자체적 안전성 보장 노

력을통한소비자의신뢰확보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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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료 이후,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다

친환경으로의구조재편을강제하고실질적인실행을위한계획으로전라북도차원의‘친환경축산

업발전계획’과‘지원조례’제정이필요

구제역방어를통한‘안전·청정전북’의긍정적이미지구축을바탕으로전북축산업의경쟁력강

화를위한마케팅전략이필요

식품안전성이소비자선택의가장중요한요소이므로‘안전한축산물’에서축산업의존재조건

가축질병은축산업만의문제가아니라지역경제를좌우하는중요사안

구제역은공급사슬(Supply Chain) 측면에서사료및자재산업(전방산업)과도축·가공및유통(후

방산업)에막대한 향을미침

농·축산업의발전이지역경제의발전과사회유지를견인할핵심사안이라는공통의인식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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