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88호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및 지원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해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 -876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가.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
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
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유해야생동물)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
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
(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
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
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
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
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
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
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
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
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
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
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
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
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
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
다.

(제4조 관련)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ᆞ림ᆞ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
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ᆞ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
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
를 주는 집비둘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나. 관련조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이 최근 3년의 통계 기준
- 10개 군구 지원
- 농작물피해관련 타 사업 중복지원 없음
- 국비 50% 반영
나. 추계 결과 : 6,626,76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요청,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시 자체 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세입

1차년도
(2020년)

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163,38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63,380

소계

163,38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63,380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326,76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726,760

7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900,000

1,026,760

1,400,000

1,400,000

1,400,000

163,38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63,380

계

781,690

950,000

950,000

950,000

950,000

4,581,690

일반회계

781,690

950,000

950,000

950,000

950,000

4,581,690

81,69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81,690

세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소계

1,400,000

6,626,760

재원 조달
국

비
소

시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