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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ituation of damage from wild 

animals in Korea. Through case study on two villages in Injae, Kangwon prov-

ince and Cheongyang, Chungnam province. This overview summarises the cur-

rent issues and trends in wild animals damage through two case studies. We 

found that there are not only to get economic damage but also not to be able 

to sleep to protect their farm land from animal invading. We suggest to develop 

physical and chemical instruments not to access their plants in farmland and to 

increa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amage re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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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생태학 인 에서 사회와 자연환경과의 상호의존성에 한 연

구들이 있다(Freudenburg and Gramling 1994; Landis, 1997; 

Lobao 1990; Nord, 1994; Nord and Luloff 1993). 랜디스(Landis, 

1997)는 사회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

공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빈곤율, 실업과 같은 

복지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혼, 범죄율과 산림의존 지역의 발  

사이에 부 인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의존율이 높은 지

자체는 실업, 빈곤, 소득 등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산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주변화된 경제부문을 구성하

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2005년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

법(2005.2.10)’을 제정해 피해 방시설 설치비 지원  보호지역에서 발

생한 피해 보상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야생동물이 많은 강원도와 

경기도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 보상 을 지 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 다.

한 2005년부터 정부는 농림부, 환경부, 경찰청 등 계기  합동으

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종합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 , 포획허가 규제의 완화, 수

렵장제도 개선, 피해 방 시설 설치지원 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2005년 시범사업을 거처 연천군 등 국 25개 

시군을 상으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  운 하고 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

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지역을 상으로 농작물 수확기(8～10월)에 

한해 사 포획허가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 후 

포획 허가와 총기 치 해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야생동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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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시 즉각 처할 수 있게 된다.

야생동물 피해에 한 정부의 책들도 아직 실 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피해 농민들의 지 이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한 보

상은 보상 재원 부족으로 실제 인 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방시설 설치에 한 지원도 비 실 이라는 지 이 많다. 방조

망, 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철선 울타리, 침입감지 장치 등 야생동

물 피해 방시설 부분이 고가의 장비여서 소규모 농가들이 설치할 형

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2개 산간지역 마을 사례를 통

해 야생동물의 피해실태와 마을주민들이 자체 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책을 살펴 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한 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야생동물 피해  지원 실태

야생동물에 의한 경제 인 총 피해액은 2003년 1천 155억 원, 2004년 

735억 원, 2005년 772억 원, 2006년 755억 원, 2007년 61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격히 증가하

고 있다. 2006년 6월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2년 120억 원, 2003년 180억 원, 2004년 206억 원, 2005년 211

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까지 추정되고 있다(농민신

물, 2007년 6월 18일자).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산

간 지역 농경지, 소규모 세농 등에 집 되어 있고, 피해 방 시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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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 총기 사용이 불가능한 군사보호지역 등에서 지속 으로 발생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별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작물은 배로 02년에서 04년 까지 총 1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 다. 이 외에도 벼 90억 원, 사과 60억 원 등 2002년에서 2004

년 동안 총 50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작물별 피해실태

단 : 백만 원

연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류 기타

계 50,732 6,279 10,885 1,289 2,958 9,017 6,076 14,225

’02 12,138 1,877 3,791 464 339 2,014 714 2,939

’03 17,955 2,219 3,848 380 446 2,821 2,786 5,455

’04 20,639 2,183 3,246 445 2,173 4,182 2,576 5,831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2002년에서 2004년 간 동물별 피해액은 까치가 170억 가량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멧돼지가 160억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외에도 고라

니 50억 원, 청설모 40억 원, 기타 60억 원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2> 동물별 피해실태

단 : 백만 원

연도 계 까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기타

계 50,732 17,176 16,498 4,895 4,176 1,671 6,312

’02 12,138 5,344 3,118 969 985 493 1,229

’03 17,955 6,325 5,137 2,361 709 447 2,976

’04 20,639 5,507 8,243 1,565 2,482 731 2,107

※    기타는 오리류, 참새 등임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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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3>는 2004년 시도별 농작물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특

히 충남, 경남, 경기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은 주로 벼와 채소류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에서는 호도가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는 기타 작물에 피해가 집

되고 있어 지역별로 피해 농작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3> 시․도별 농작물 피해실태(’04)

단 : 천 원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류 기타

계
20,639,13

9
(100%)

2,183,05
2

3,246,64
1

445,088
2,173,87

3
4,182,63

4
2,576,69

6
5,831,15

5

서울 － － － － － － － －

부산
235,000
(1%)

0% 13% 0% 0% 0% 87% 0%

구
253,255
(1%)

5% 0% 0% 0% 57% 5% 33%

인천
647,500
(3%)

0% 39% 0% 0% 59% 1% 1%

주
14,420
(0%)

0% 0% 0% 0% 25% 58% 17%

363,950
(2%)

4% 31% 8% 5% 13% 13% 26%

계
20,639,139
(100%)

2,183,052 3,246,641 445,088 2,173,873 4,182,634 2,576,696 5,831,155

울산
155,000
(1%)

3% 34% 0% 0% 40% 23% 1%

경기
3,089,840
(15%)

4% 19% 1% 0% 38% 22% 15%

강원
1,120,488
(5%)

2% 1% 0% 0% 18% 39% 39%

충북
1,501,513
(7%)

32% 18% 5% 4% 16% 6% 20%

충남
3,892,975
(19%)

6% 20% 3% 53% 4% 2% 12%

북
643,326
(3%)

13% 25% 3% 0% 5% 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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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류 기타

남
2,320,099
(11%)

1% 15% 0% 0% 16% 14% 54%

경북
2,778,608
(13%)

33% 11% 6% 0% 25% 8% 17%

경남
3,320,165
(16%)

8% 10% 0% 0% 20% 12% 49%

제주
303,000
(1%)

0% 0% 0% 0% 0% 17% 83%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야생동물 포획

을 통해 피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보

면, 2002년 4,500여 건에서 2004년 8,400여 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

다. 2004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량은 이  해에 비해 어들었지만, 

멧돼지, 고라니 등 형 야생 동물의 포획 수량은 2배 이상 증가하 다.

<표 4> 포획허가 건수

단 : 건

계 ’02 ’03 ’04

18,998 4,571 6,012 8,415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표 5>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단 : 마리

연도별 계 까 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오리류 기 타

계 380,811 244,062 3,110 2,762 32,752 15,326 82,799

’02 139,699 82,509 476 323 7,528 8,513 40,350

’03 145,323 99,938 785 858 13,347 2,209 28,186

’04 95,789 61,615 1,849 1,581 11,877 4,604 14,263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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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는 시도별 피해 방 시설 지원 정책들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

도 별로 지원 액과 지원 방안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방조

망 설치비로 6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과수 피해 방지

로 3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 액은 유해동물에 의한 농작

물 피해 증가에 따라 2004년 12억 원에 비해 2005년 25억 원 가량으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표 6> 피해 방 시설 지원방안

단 : 천 원

시군 사업명
’04 ’05(계획)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214,567 202,587 560,576 451,404 2,541,669 863,847 1,058,106 619,716

경기 과수 피해방지 315,160 81,857 139,503 93,800 1,492,704 561,621 641,721 289,362

강원
구제단 활동
비, 방시설

1,500 － 1,500 － 22,500 － 20,000 2,500

충북 방조망 설치비 692,107 49,730 322,773 319,604 722,665 227,456 251,835 243,374

충남
청설모 포획
보상

1,800 － 1,800 － 4,800 － 4,800 －

남
까치포획 
트랩지원

9,000 － 9,000 － － － － －

경북
방조망, 기
목책기

95,000 21,000 36,000 38,000 183,000 31,850 67,150 84,000

경남
신고포상 , 
표지

－ － － － 7,000 － 7,000

제주
노루 피해방
지시설

100,000 50,000 50,000 － 107,800 42,200 65,600 －

포획용 트랩
설치

－ － － － 1,200 720 － 480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농작물 피해에 한 보상 산 규모는 2004년 강원도 1억 원, 라북

도 2,000만 원 정도로 농작물 피해 정도와 비교해 미미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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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보상 산이 4억 원으로 증가하 으나 농작물 피해액 증가를 

고려한다면 실질 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농작물피해 보상 산규모

단 : 천 원

시․도 ’04 ’05(계획) 비고(지원내용)

강 원 115,000 347,600 피해보상  등

 북 20,000 119,000 농작물 피해보상

계 115,004 347,605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각 지자체들은 야생동물 피해 방  피해보상과 련한 조례와 지침

을 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강원도 9개 시

군, 경상남도 3개 시군 등 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련한 조례 혹은 

지침을 제정하 다. 이 외에도 강원도, 경기도 등 역지자체에서도 피

해보상  지 , 피해 방 시설 지원, 포획단 운  등의 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 외에, 앙정부에서도 야생동물 피해를 방

하기 한 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부는 FTA 기 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 피해 방지용 방조망 외에도 멧돼지 퇴

치용 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 상 시설에 추가하고 있으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고 있다. 

농 진흥청은 유해야생 동물별 농작물 피해 방  퇴치방법을 개발, 보

하기로 하 다(환경부, 2005). 하지만 이러한 앙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는 좀처럼 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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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피해보상 련 조례, 지침 제정 황

도명 시․군 조 례 명
조례
번호

제정
일자

시행
일자

비고

계 15개 시․군(조례13, 지침2)

경기 포천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제208호 04.12.31 04.12.31

강원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제634호 05.07.22 05.07.22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한 조례
제1876호 05.05.31 05.05.31

인제군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제1779호 03.08.25 03.10.04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한 조례
제1970호 05.05.12 05.05.12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  조례

제1925호 05.05.12 05.05.12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방 

 보상조례
제1756호 05.01.15 05.01.15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  
보상 조례

제1895호 05.08.03 05.08.03

양구군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지침 02.11.01 지침

양양군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침 제193호 04.05.29 지침

북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 제657호 04.09.07 04.09.07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보상  지 에 한 조례
제1706호 05.08.11 05.08.11

경남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 에 한조례

제628호 05.01.15 05.01.15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646호 05.04.16 05.08.01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1721호 04.10.13 05.01.01

자료: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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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도별 야생동물 피해 책

도  별   책

강원도
경기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정
∙강원 평창군: 피해보상비 1억 원, 피해방지 설치지원 2억 원

경상북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설치, 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

충청남도
∙유해야생동물 구제기동반 설치․운
∙야생동물, 식물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피해농가에 한 피해보상비 지

라북도 ∙(사) 한수렵 리 회 북지부 추천을 통한 야생동물 포획

환경부. 200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 종합 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2005. 8.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련문헌자료 검토와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농 진흥청에서 국정감사 자료 비의 일환으로 2004년 9

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업부문 장에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나 

시 히 해결해야 될 문제 의 일환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 2곳을 

선정하여 장애로사항을 조사하 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로서 

선정된 지역은 산림지역인 충남 청양군, 강원도 인제군이 선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례지역을 3차례 방문하여 마을회 에서 지역주민

들과 토론회  개별 농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가 끝난 후 피해

지역을 답사하여 실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장 사진자료를 수집하

다.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사하여 분석하 다. 해당 지역주민에 한 

조사는 해당마을 주민에 하여 수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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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동물 피해 사례

4.1. 사례 1 (강원도 인제군 00마을)

4.1.1. 마을의 일반 황

이 마을은 1980년  까지 화 민이 거주할 정도로 강원도 지역에서

도 오지마을이었다. 1972년 소양호로 인하여 마을의 부분이 수몰되었

고, 재 지 가 높은 지역에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총인구는 

180명이며, 이  남자가 120명, 여자 60명으로 농 의 여느 마을과 달

리 남자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총가구수는 43가구이며 이  

38가구는 농가이고, 5가구는 비농가이다. 비농가는 식당․민박을 운 하

는 가구가 4가구이고, 숯 공장을 운 하는 가구가 1가구, 노령으로 농을 

하지 않고 자녀송 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가 3가구이다. 이 지역의 주거형

태는 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농가가 분산하여 거주하는 형태이

다. 농지는 골짜기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농지를 따라 도로가 

치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들 농지 사이사이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마을 체 경지면 은 55ha이며, 이  밭이 50ha, 논이 5ha이다. 

이 마을의 주요 작목은 고추이며, 산에서 송이, 약 , 산나물 등을 캐어 

매하기도 한다. 43가구가 10ha 정도의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벼농

사는 단지 5ha에 불과하다. 이 마을은 송이, 약 , 산나물 채취로 연평

균 8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송이채취로 20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고 한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소득이 높기 때문에, 

43가구  세 주가 40 인 가구가 9가구가 있을 만큼 다른 오지 마을

에 비해 은 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43번 국도 변에 치해 있어 도로 여건은 좋은 편이다. 그

러나 43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마을로 진입하기는 쉬워진 반면,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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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도로가 막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마을에는 

재 유치원 1명, 등학교 4명, 학생 5명이 거주하며 통학하고 있는데, 

교통이 없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분 농 마을이 집성 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이 마을은 수

몰 때문에 이주한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성 의 성격이 거의 없는 

마을이다. 재 원주민은 단 두 농가뿐이며 부분의 가구가 1972년 이

후 수몰지구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마을은 집성 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집단에서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조정 기능이 없

어 주민 간의 갈등이 여느 농 마을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종합장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최근 

이주민 주의 사람들과 기존에 오래 이 마을에서 거주한 원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장묘센터 건립의 여러 가지 이권을 노

리고 외부에서 입하거나 세 를 분리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세

수가 64세 로 가구수보다 세 수가 2배 정도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

이 이 마을의 특색이다.

이 마을은 인제군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었던 마을로, 마을회 , 노

인회  등의 마을 복지 시설이 없거나 매우 낙후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

은 노인회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도 불가한 실정이다. 노인회

을 건립하기 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해야 하나, 이것이 여

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합장묘센터 건립에 한 가로 갑자기 여러 가지 

농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3년에 국비 지원 410만 원과 자부담 

110만 원으로 “농 여성일감갖기”사업을 실시하 고, 2004년에 국비 400

만 원이 지원되어 “농 화장실개선”사업을 실시하 다. 그리고 2004년에 

도비 200만 원이 지원되어 “여성농업인 경 정보화”사업을 실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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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0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농 여성일감제품포장개선” 사업

을 실시하 다. 이 마을은 그 동안 농 개발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에 하여 체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표 10>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황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 액
(백만)

사업평가
(상, , 하)

비고

농 화장실개선 04 국비지원 4백만 상

농 여성일감갖기 03
국비 지원 4백십만

자부담 백십만
상

여성농업인 
경 정보화

04 도비 2백만 상

농 여성일감제품포
장개선

04
도비 천만

자부담 2백만
상

4.1.2. 야생동물 피해 실태

인제군은 설악산이 인근에 있고 태백산맥을 끼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

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사례지역 마을은 형 인 산악지역 마을로 

부분 농경지가 밭이거나 산 턱에 있어서 인제군 내에서도 야생동물 피

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사례지역 마을 농가들은 부분 조 씩은 야생동물 피해를 입고 있었

다. 야생동물로 인한 직 인 경제  손실은 농가들마다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38농가의 평균 피해액은 약 

70만 원으로 마을 체 피해액은 약 2천 8백만 원 정도 다. 하지만 이

러한 야생동물로 인한 직 인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한 야간경비와 이로 인한 스트 스 그리고 피해를 입

었을 때 주민들이 받는 상실감 등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정신  피해까지 고려하여 마을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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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약 1-2억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확히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정신  피해까지 생각하면 1-2억 

원은 될 겁니다.”

“혼자 사는 농가들은 노루나 토끼가 자꾸 싹을 먹으니까 혼자서 

그것 지킨다고 밥도 못 먹어”

“내외가 같이 사는 농가들도 에는 산짐승 쫒느라 정신이 없어…”

“노루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나도 노루 못 오게 지키느라 제일 

먼 와…나도 모 심어놓고는 한 달은 지키느라 논에 한 달 정도는 

계속 와서 지키지… 은 사람들은 몇 십만 원 다고 해도 안다닌

다. 노인들은 옛날부터 농사짓던 곳이라 아까워서 다니지…”

<표 12> 야생동물 피해 실태

성 명 농 황(작목, ha, 가축두수) 피해 황 피해액

윤◯◯ 논(1,500평), 밭(1,100평), 가축(소5두)
벼 60평, 콩 600평, 
옥수수 1700평

2백만 원 

박◯◯
논(300평)
가축(한우6, 사슴7마리)

옥수수 1000평 86만 원

김◯◯
논(1,100평), 밭(4,000평) 가축(소 4마
리 사슴 3마리)

옥수수 500평 43만 원

박◯◯
밭(7,000평)
가축(토끼 30수)

옥수수 500평 43만 원

유◯◯
(10,000평)

가축(멧돼지20두, 토끼 30수)
무우 450평 100만 원

박◯◯
밭(4,000평), 논(4,000평)
가축(소1마리)

벼400평, 옥수수400평

변◯◯ 밭(12,000평), 가축(소1두) 옥수수 2,000평

김◯◯ 논(700평) 무우 100평

주◯◯ 밭(2,000평) 무우 100평

윤◯◯ 밭(20,000평) 옥수수6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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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농 황(작목, ha, 가축두수) 피해 황 피해액

김◯◯ 밭(2,000평) 콩 400평

◯◯ 가축(닭100수) 닭 100수

함◯◯
논(20,000평), 밭(3,000평), 가축(사슴30
두, 소2두), 임야(70정) 

벼 200평

심◯◯ 논(2,000평), 밭(4,000평) 배추 200평

최◯◯ 밭 3,000평(남의것) 고추 100평

유◯◯ 밭 100평 옥수수 100평

사례지역 마을에서 주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노루, 고라

니, 구리, 다람쥐, 청설모, 멧토끼, 쥐과, 쪽제비과 등이다. 피해는 주

로 철과 가을철에 집 되고 있으며, 주로 콩, 옥수수, 무, 고구마 등에

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철에 발생하는 피해는 주로 비둘기, 뀡 등

이 씨앗을 먹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새싹이 나올 무렵에는 노루, 고라니, 

토끼가 콩이나 고추의 새싹을 먹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을철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이 고구마, 콩, 옥수수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4.1.3. 시군의 야생동물 피해 책

인제군은 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군 자체 산으로 보상하는 유일

한 지자체이다. 2003년 10월 3일 의원발의에 의해 2004년 5월 11일 인

제군 규칙 제 903호로 “인제군농작물야생조수피해조상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보상 상자 요건은 총 피해면 이 1000m2이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미만인 농가로서 총 피해보상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피해액의 70%이며 최고 300만 원으

로 제한되어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한 원회도 구성하 는데, 

원회는 원장에 부군수, 부 원장에 기획감사실장, 원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환경보호과장, 소득기술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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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4년에 책정된 산은 5천만 원이다. 재까지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는 38농가로 총 3천 2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  사례지역 마

을의 농가는 5농가로 피해액은 약 450만 원으로 신고되었고, 조례에 따

라 신고한 피해액  70%인 약 300만 원이 남 리 5농가에게 지불되었다.

인제군은 겨울철에 사냥을 허가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도록 하고 있

다. 하지만 수렵허가를 받기 해서는 30만 원의 허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경제 으로 부담이 된다고 

한다. 한 마을 주민들은 총기 사고의 험에 해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4.2. 사례 2 (충청남도 청양군 00마을)

4.2.1. 마을의 일반 황

1950년～60년  사례지역 마을 인근에서 산개발이 있었다. 이로 인

해 이 마을은 가장 많았을 때는 7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큰 마

을이었다. 이 시기에는 농가도 약 80호 가량으로 약 300 여명의 농가인

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산에서 일하는 가구는 약 100호 정도로 약 

400명 정도의 비농가가 이 마을에 거주하 다. 하지만 산이 쇠퇴함에 

따라 마을 인구도 어들어 재 이 마을의 총인구는 140명 정도이다. 

그  남자가 65명, 여자가 75명이다. 재 총가구수는 54가구로 이  

농가가 44가구이고 비농가가 10가구이다. 비농가는 인근 산에서 일하

는 가구가 2가구, 청양읍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가구가 1가구, 일반

회사에 다니는 가구가 2가구, 연령이 많아 자녀들의 생활비 송 에 의존

하는 가구가 5가구이다. 이 마을은 여느 농 마을과 달리 집성 을 이루

고 있는 마을은 아니었다. 그나마 여러 성씨  함평이씨가 가장 많이 

거주하 으나, 재는 5가구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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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을 경(2004. 9. 30)

이 마을은 40  3가구, 50  6가구만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

는 모두 60  이상으로 구성된 노령화된 마을이다. 이  외지에서 들어

온 가구는 총 6가구인데 산에 거주하는 2가구와 마을에서 같이 거주하

는 4가구이다. 마을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구는 토착 거주 농가와 잘 융

화된 반면, 산에 거주하는 2가구는 마을 주민과 친 하지 못한 편이

다. 마을 주민들은 석재를 나르는 산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례지역 마을에서 마을의 은층과 노령층 간의 유 계는 잘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짓지 않고 읍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마을 

주민은 마을의 여러 행사(장례, 결혼,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서 좋은 평 을 얻고 있었다.

이 마을 농가들은 수도작과 밭작물 재배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체 면

 54ha  밭이 34ha 논이 20ha로 밭의 비 이 높은 편이었다. 주작목

은 벼, 구기자, 고추이며, 축산업으로 소, 사슴 등도 사육하고 있었다. 

재 이 마을의 주소득원은 고추이다. 재 이 마을에서는 35가구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재배면 은 약 7ha 정도이다.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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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20호이나, 재배면 은 체 2ha 정도로 작은 편이다. 과거에는 구기

자를 8ha 정도까지 재배한 이 있으나, 구기자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소

요되고 소득도 그리 높지 않아, 재 재배면 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 외

에도 한우를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2농가 있었다. 각각 약 100두와 

약 5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었다. 소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고려한

다면 사례지역 마을에서는 총 173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청양군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마을이다. 청양군 지원으로 버

스가 하루 5회 정차하기는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거의 없어 

빈차로 다닐 때가 부분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라고 한다. 재 이 마을의 취학인구는 등학교 5명, 

학교, 5명, 고등학교 3명으로 총 13명이다.

이 마을은 정부 농 개발사업의 수혜를 비교  게 받은 마을로, 마

을 주민들은 지 까지 정부가 지원한 사업에 해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

다. 재까지 주택개량사업으로 5개 가구가 각각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화장실 개량 사업으로 3개 가구가 각각 50만 원의 지원을 받

았다. 그리고 1994년 정부지원 3,000만 원과 마을 출향 인사 지원 

2,000만 원을 받아 마을회 을 건립하 다. 농로와 도로포장은 연도별

로 지원을 받아 조 씩 이루어져, 재 마을 주변 도로 포장은 거의 이

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2001년 7,000만 원 지원으로 마을회  앞 개울 

복개공사를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 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 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2004년에 청양군청이 

경로건강기구를 지원해 주어, 마을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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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 액
(백만)

사업평가
(상, , 하)

비 고

회 건축 94
지원 3천만

자부담 2천만
상

농로․도로포장
년차별로 

계속 이루어짐
상

복개공사 01 7천만 원 상

경로건강기구 04 상

주택개량5집
년차별로 

계속 이루어짐
가구당 2천만 원 상

화장실 3개
년차별로 

계속 이루어짐
가구당 50만 원 상

4.2.2. 야생동물 피해 실태  유형

청양군 지역은 칠갑산이 둘러싸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다. 특히 사례지역 마을은 깊은 산골에 치해 있어 야생동물 피해가 가

장 많은 지역으로, 마을 부분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철 씨앗뿌릴 때와 새싹이 돋아날 때 피해가 많았고, 가을

철에는 벼농사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 다.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이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피해

를 많이 본 농가는 산간지역에 치한 논이 많아 올해 300평 정도의 벼

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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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야생동물 피해 실태

성 명
농 황

(작목, ha, 가축두수)
피해 황 피 해 액

이◯◯
답(6000평), (2000평), 
가축(한우2두, 사슴2두)

벼 쓰러짐 100평
콩 재식 200평

벼농사 40만 원
콩재식 20만 원

강◯◯
답(2,400평), (1,500평

가축(한우2두))
고추 재식 100평

논( 로변이라 피해 
없음)

김◯◯
답(1,200평), (1,500평)

가축(한우50두)
고추 재식 100평 논( 로변이라 피해 

없음)

엄◯◯ 김재창의 처(부녀회장) 상동 상동

최◯◯
답(1,400평), (5,000평)

가축(한우1두)
고추 재식 200평

고추재식 20만 원

명◯◯
답(2,200평), (2,000평)

가축(한우20두)

벼 쓰러짐 200평
고추 재식 300평
묵힌 땅 300평

벼농사 80만 원
고추재식 30만 원

박◯◯
답(1,400평), (1,500평)

가축(한우2두)

벼 쓰러짐 100평
고추 재식 100평
묵힌 땅 200평

벼농사 40만 원
고추재식 10만 원

복◯◯
답(1,400평), (1,500평)

가축(한우2두)
벼 쓰러짐 300평 120만 원

이 마을 주민들도 사례1 마을 주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인 경제  피해

보다도 피해 방과 복구를 한 노동력 투입 그리고 스트 스로 인한 정

신 인 피해가 더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특히 이 마을은 고추가 주 

소득원인데, 토끼나 노루가 어린 고추싹과 콩싹을 잘라 먹는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 마을에서는 일반 으로 2～3번의 보식을 실

시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노동력 투입과 스트 스가 심하다고 한다.

“얼마라고 할 수 는 없지만…인건비 따지고 하면…모 두세 번 

심고 하면 피해는 많지요. 무엇보다도 스트 스를 많이 받으니

까 정신 인 피해가 많아요…”

“고라니가 새싹을 먹고 하여 피해가 생기면  재식을 하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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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가 있

다. 아시겠지만,  고추는 심는 시기가 얼마나 요합니까, 시기가 

조 만 늦어 버려도 수확량이 많이 거든요.”

“그  그러르니 하고 짐승을 밤잠 안자고 지켜요. 불만이 많지만 

어떻겠어요. 각자 자기 농작물 지키는 수 밖에”

요한 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근 2～3년 사이에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있었

으나, 지 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야

생동물은 노루, 구리, 고라니, 비둘기, 뀡, 토끼, 멧돼지, 청둥오리, 멧

돼지 등으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주고 있었다. 특히 구리와 

고라니는 마을길에 2～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정도로 마을 인근까지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 속하게 늘었어요. 피해도 몇배 증가되

었고…그런데 이 부터 피해는 조 씩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 이

라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각자 지키는 거여요.”

“ 구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나일론 끈을 칼로 빼듯이 자

르는 법을 알아요”

“ 구리와 고라니가 이곳에서 나가는 길에서 아침에 보면 죽

어있는 2-3마리를 요. 다른 곳은 그 게 심하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이곳이 특별히 심해요.” 

4.2.3. 시군의 야생동물 피해 책

재 야생동물 피해에 한 군청의 특별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하

지만 청양군의 부분 산간지역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

고 있다고 한다. 사례1 마을과 달리 사례2 마을에서는 아직 야생동물 피

해에 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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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에 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없지요……보상이란 건 이제까지 들어본 도 없고…”

“이제까지 천 원짜리 하나도 받아본  없고 정부에서도 한마

디 말도 없고.”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유해동물에 한 수렵 규제를 완화해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재 수렵 련 제도로는 유해동물 피해 방에 실제

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례지역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

히 야생 동물이 출 하는 것이 야간인데 야간에 총기 보유가 불가능하다

는 , 수렵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등이 야생동물 수렵을 불가능하

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 다고 수렵을 해서라도 잡으면 경

찰서에서 오라 가라 해서 농사짓기 아주 힘들어요”

“불법이 아니고, 총이 가격도 있지만 허가를 내고 교육을 받

고 30만 원을 내고 군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

야 한다. 법 으로는 낮에 배포했다가 해떨어지면 회수를 하는

데 노루를 잡으려면 낮보다는 밤에 총이 필요하다. 행법으로

는 총이 있어도 노루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불법을 하지 않고서는…불법을 하면 상 없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직  수렵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 인구가 

부분 고령으로 직  수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수렵이 가능하더라도 총기 소유로 인한 사고 험 등도 우려되어 

수렵을 통한 피해 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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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더라도 가축들이 놀라기 때문에 동네에서 2km 정도 떨어

진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 로 하면 수렵을 할 수 

없다. 법을 반해도 감아 둘 뿐이지…축산 농가같은 경우 죽으면 

물어줘야 되니까 수렵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법이 있긴 해도 엄격하게 지키기는 힘들다.”

5. 마을주민들의 야생동물 피해 방을 한 자구책

사례지역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야생동물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크게 소음, 빛을 이용하여 야

생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울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근을 방지하는 방

법, 보식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 피해가 심한 작목에서 다른 작목

으로 환하는 방법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데 따

른 노동력과 스트 스 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라고 볼 수 있다. 

5.1. 야생동물의 근 방지

5.1.1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는 도구 사용

사례지역 마을 주민들은 계 과 작물의 생육단계 그리고 주된 피해 야

생동물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야생동물의 근을 방지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여 근을 방지하는 수단들은 부

분 단기간의 효과만 있을 뿐 야생동물이 도구에 응을 하게 되면 더 이

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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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이

사례지역 마을주민  한 명은 야생동물의 근을 막기 해 교통 사

이 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민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봤지만, 사이

 소리와 반짝이는 불빛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 특히 사이 을 

한 장소에 오랫동안 두지 않고, 매일 장소를 옮기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한 장소에 오래 두면 야생동물들이 사이 에 응을 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 사이  소리를 이용한 방법도 약 2

주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 게 효과 이지 않았다.

<그림 2> 사이  소리를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

•반짝이 과 허수아비

허수아비 하나만 사용해서는 야생동물 퇴치에 별 효과가 없었다. 하지

만 허수아비와 반짝이 을 함께 사용했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어 철

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반짝이 이 하나 혹은 두 개일 때는 효

과가 없고, 세 개를 사용했을 때 야생동물 퇴치 효과가 가장 컸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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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세 개일 경우 노루나 고라니 등이 반짝이 이 내는 소리와 반

짝거림에 놀라 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고, 

재도 농가마다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반짝이나 허수아비를 사용해 보

고 있다고 한다.

<그림 3> 야생동물 피해방지 허수아비와 반짝이

•라디오, 폭죽 사용 소음기구

라디오나 폭죽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

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었다. 3년 부터 야생동물 피해가 심해져 마을 

주민들이 라디오 등 소음 기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재는 야생동물들이 

그 소리에 응하여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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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울타리

사례지역 마을에서는 농가마다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야생동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밭 주 에 울타리를 쳐

도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조잡해서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노인

들은 주로 말뚝을 박고 반짝이와 허수아비를 설치해 보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농가는 밭 주 에 철망을 치거나 그물망을 

쳐보기도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울타리를 치려면 견고한 시설을 해서 아  노루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만 재 

상태로선 그냥 안타까워서 해 보는 것이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림 4>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그림 5> 고라니 방지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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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피해 지역 농지에 개 사육

사례지역 마을 주민  한 명은 야생동물을 쫒기 해 반짝이는 허수

아비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나일론 끈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쳐보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어 인기척이 나도록 하기도 하 다. 그러나 처음 2-3

일은 효과가 있어도 동물들이 그것에 응하기 때문에 효과는 지속 이

지 않았다. 그래서 재는 부터 추수 할 때까지 논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침 녁으로 개의 먹이

를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그림 2> 밭 주  개사육

5.1.4. 후 쉬를 이용한 야간 순찰

사례지역 마을에서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밤 12시에

서 2시 사이에 직  후 쉬를 들고 경작지로 가 야생 동물들을 쫓는 것

이다. 이 방법은 재 농가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고 효과 이긴 하

지만, 야간에 주기 으로 직  피해 지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밤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령인 농가들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은 주민들은 귀찮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간 순찰을 하지 않으면 야생동물 피해가 크기 때문

에, 야생동물 피해가 특히 많은 산골짜기 밭은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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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한다. 사례1 마을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작하지 않는 농지

가 8ha에 달한다고 한다.

5.2. 보식을 통한 피해 복구

사례지역 농가들은 야생동물들이 철 씨앗이나 새싹을 먹어서 발생하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2～3회 정도 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

다. 부분의 농가들이 보식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철 야생동물 피해는 가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

만 철 피해와 보식은 작물 생육 시기와 맞물러 있어 자칫 생육시기를 

놓치면 가을철 수확량에 막 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사례지역 농가들은 

반복 인 보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스트 스로 인한 정신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 

5.3. 작목 환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깨는 야생동물이 비교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밭가에 깨를 심어 야생

동물의 근을 방지하거나, 피해가 심한 산골짜기 농지에서는 밭 체에 

깨를 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례지역 농가 에는 야생동물 피해지역

에 지역특산물인 인진쑥이나 유채를 심고 경 을 보 함으로써, 농  

활성화를 통해 야생동물 문제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가진 농가도 있었다.

“야생동물 피해도 시각을 좀 바꾸면 간단합니다. 원래 야생동

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

고,  다른 작물을 심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조 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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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바꾸면 됩니다. 유채를 심으면 유채기름도 특산물로 할 수 

있고,  객이 증가되니까 보상이 되지 않겠어요.”

6. 결  론

야생동물에 의한 경제 인 총 피해액은 2003년 1천 155억 원, 2004

년 735억 원, 2005년 772억 원, 2006년 755억 원, 2007년 613억 원

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례1 지역과 사례2 지역은 모두 산간 지역에 치한 마을로써,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노

루,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철에는 까치, 

비둘기, 꿩 등의 조류가 씨앗을 먹어 발생하는 피해와 노루, 고라니, 토

끼 등이 새싹을 먹어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가을철에는 멧돼

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와 벼농사 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 다. 

이들 지역의 사례가 야생동물 문제와 이에 한 응 방안에 주는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실제 인 농작물 피해와 경제  피해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기본 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근을 방지하는데 그나마 효과

가 있는 것은 경작지로 직  야간순찰을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지

역 주민들은 이러한 야간순찰로 인해 밤잠을 자지 못하는 등 기본 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독거노인, 소농 

등 사회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소규모 농지를 경작

하며 살고 있는 소농들은 체 수확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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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하기 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들이는 노동의 양도 많고 정신  스트 스도 더욱 

크다. 더욱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은 혼자서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한 

책에서는 경제  피해 보상 외에도 이러한 피해지역 농가들의 정상

인 생활에 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야생동물 피해 보상제도도 보다 실화할 필요가 있다. 야생동

물 피해가 심한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

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사례지역이 치한 인제군도 야생동물 피

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해를 보상받기 해서는 총 피해면 인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미만이어

야 하며, 총 피해보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액은 최고 300만

원을 과할 수 없고 보상액은 피해액의 7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지역에서는 피해보상액이 어 다수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그다지 

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한 약간의 보상액을 지원받기 해 거쳐

야 하는 행정 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규정보다 게 피해를 본 주민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피해보상액도 실제 이지 않다는 

지 도 많았다. 철에 입은 씨앗, 새싹 등의 피해는 가을철에 나타나며, 

주민들이 작물을 다시 보식하기 때문에 가시 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확량 하, 노동력 투입 등으로 실제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앙정부의 피해 보상 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상을 체 피해

지역의 10%에도 못 미치는 야생동․식물 특별  일반보호구역과 생태

계보 지역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일반지역에서는 환경부가 멸종 기종

으로 지정한 야생조수에 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

를 많이 일으키는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은 보상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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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도 요하지만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상제도를 

보다 실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지역을  지역으로 확 하고 보

상 산을 폭 늘려 피해 부분이 실제 보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  방시설비 지원 등에 한 세부기 도 

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보상을 한 행정 차도 간소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야생동물의 근 방지 수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례지역 

주민들은 야생동물의 근을 방지하기 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도구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

나면 동물들이 이러한 도구에 익숙해져서 방지 효과가 사라진다고 한다. 

야생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생동물들의 근을 

효과 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들에 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야생동물 피해 방 수단들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사례지역 

농가들은 제각기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를 방하려 하고 

있었고, 이 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효과 인 수단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단들을 악하여 피해 지역에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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