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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는한반도의 생태계에 범 한 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환경조건에 민감한 병해충의분포와 도에

변화를 래한다[1].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한 생육

조건이 형성되면서 외래 유입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표 인유입병해충인꽃매미(Lycorma delicatula)

는 국 남부와 동남아가 원산지인 아열 성 해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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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Lycorma delicatula는꽃매미로알려져있으며, 베트남, 인도, 남 국과 같은동남아시아의토착해충이다. 꽃매미는

한국에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속히 퍼져 특히 과일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이용하여 미발생 병해충 향 분석을 한 연구방법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ycorma 

delicatula 발생으로인한 농가의 직 소득감소를측정하기 해부분 산(partial budget) 방법을 사용하 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조사하기 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 다. 한 병해충 발생 합도를 고려한

다양한 기후시나리오하에서 Lycorma delicatula 발생 험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향을추정하 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국내생태계는 돌발외래병해충에취약해질것으로 상되며, 이에따른경제 피해는더욱증가할것으로 망

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향후 국가 해충 방제 검역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Lycorma delicatula, known as spotted lanternfly, is a planthopper native to Southeast Asia, including 

Vietnam, India and South China. This species damages local fruit trees and has spread rapidly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s and estimation results pertaining to the risk of 

invasive species like Lycorma delicatula. We used a partial budget (PB) method to assess direct income reduction 

of farm households and a partial equilibrium (PE) model to examine social welfare change from the outbreak of 

Lycorma delicatula. We also estimated the future economic impacts of Lycorma delicatula under various climate 

scenarios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As climate change progresses, domestic ecosystems are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vulnerable to pest outbreaks leading to further economic damage. W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be a 

base to evaluat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est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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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과의 교역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조건

충족으로 국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2]. 포도, 추, 배, 

복숭아, 감 등의 잎과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생육

과 상품성 하를 일으키는 꽃매미는 2006년 악산에

최 로 발생하여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 뿐 만 아니

라 충남, 북, 경북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3]. 

한 방제 조치로 재 확산 속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추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에서 알로 월동이 가능해

질 수 있음에따라 한 방제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국 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측

되고 있다[2]. 

기후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유입 병해충 문제는

세계 GDP의 10%를 소모시킬만큼 지구 인환경 문

제로 두되고 있다[4].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

와 침입외래병해충문제를연계시켜 근하고 응하여

야 함이 지 되고 있으며[5], 방제 산 수립 등 책의

석이 될 수 있는 객 인 험 평가 방안의 필요성

한요구되고있다. 이와같은배경에서본 연구는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발생의 경제 향분석을 수

행하 다. 최근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외래 병해충인 꽃

매미의 기후변화에 따른 발생율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부분 산법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피

해 농가의 직․간 인 손실과 후생 변화를 계측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기발생 병해충의 피해를 추정

하거나 상 피해액을 바탕으로 지역 해충의 효과 방

제 시 을 결정하는 것 등에 을 두고 있다[6-8]. 그

러나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이 측되는 병해

충으로 인한 미래피해의 잠재 경제 효과를분석 하는

데 을맞추고자한다. 한특정지역보다는 국가

체에 미치는 효과를 측하는데 을 두어 국가

차원의 방제 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꽃매미의 분포를 측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이의 경제 피해를 측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9-11], 

국가 체를 고려한 피해액 계측은 드물게 수행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가단 방제 시스템의 정량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생각된다. 한다양한 미래 시나리오 별 상피해

액을 제시하여 탄력 인 방제 산 인력운용을 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분석모형과 이론 배경을 설

명하고제3장은분석에사용된자료와 주요 변수에 해

다룬다.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

는 결론 연구의 향후 개선 에 해 논의한다.

2. 형

2.1 경  피해  

본 연구에서는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경제 향

분석을 한 방법으로 Soliman et al.[2]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산법과 부분균형모형을사용하고자 한다. 부

분 산법을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시와 미발생시 농가의

조수입 비용 변화를 계측하고 비교함으로써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직 경제피해액을산출할 수있다. 부분

산법에의해산출된경제 피해액은병해충의 발생으

로 인한 피해 농가의 직 인 손실을 의미한다. 부분균

형법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생산량 변화로 생되는 시

장거래량 가격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 후생 변화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부분균형모형에 의해 계측된 사회

후생의 변화는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단수의 감소, 시

장 공 량 감소로 인한 가격의 상승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된 간 인 손실을 의미한다. 부분 산법과 부분균

형모형은 분석 상이 특정작물에 한정되어 간 피해를

계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품목 는 병해충의

특이사항을 세부 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피해액산출 측면에서는신뢰도가 높은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1.1  산  

부분 산법은 기본 으로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해충이 발생할 시의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을 직 인 경제 피해

로 산출한다[12]. 

병해충으로 인해 추가 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확산을

막기 한방제비용이 있을 수있다. 감소되는 수입은작

물 생산 감소로인한생산자의 매액 감소분이 있다. 추

가 수입은 병해충으로발생하는 추가수익으로 농가의

보험 수령액등이존재하나 국단 의산출에서 그 액수

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0으로 가정하 다. 

감소되는비용은병해충피해로인한작물생산량 감소로

발생하는 농가 경 비 감분이 있다. 의 내용을 종합

하면 병해충의 경제 피해액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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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수익의 변화분 ( 수익) 으로 표 될 수 있으며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경제 이득을, 음의 값을 가질 경

우 경제 피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부분 산법에 의

한 병해충의 경제 피해를 산출하 다.

   (1)

(: 피해율, : 피해면 , : 방제면 , : 단수, : 농가

매가격, : 경 비, : 기지출경 비비율, : 농약비, 

: 인건비)

2.1.2  균형 형  

부분균형모형에서는 수요곡선과 공 곡선을 추정하여

각작물별시장을가상 으로구 하고, 병해충발생 후

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분 증감을 통해 사회후생 변화

를 계측한다. 농작물의 시장가격, 1인당 GDP등으로 구

성된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재배면 , 

단수등으로구성된공 함수로부터공 곡선이도출된

다. 병해충 발생시 피해면 과 선별율( 매 불가능비율)

을 고려하여공 함수를다음과같이변형 시킬 수있다. 

공 량 재 ×단수
피해 ×단수× 별 

선별율이 1일 경우(피해면 내 작물을 모두 폐기처

분) 체 재배면 에서 피해면 의 비 만큼 총 공 량

감소가 발생하며, 선별율이 0일 경우(피해면 내 작물

이 모두 정상 인 상태로 출하 가능)에는 병해충 발생

과 총 공 량이 동일하다. 

병해충 발생(가격 이외의 변화)은 공 량을 감소시켜, 

공 곡선을좌측으로이동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

져온다. 식물 병해충의 발생은 공 측면에만 향을 주

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요곡선은 병해충 후로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다.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 곡선이좌측으로이동하면 시장에서 해당 작물의 가

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병해

충발생시사회후생의변화는 Fig. 1의 k+m 부분과같다.

수요함수와 공 함수를 도출하기 해 수요 공

탄력성을 이용하 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가정한 선

형 수요·공 함수는 수량 가격의 크기에 따라 탄력성

이변하게되는 단 이있다. 따라서분석의 일 성을

해 불변탄력성 수요·공 곡선을 (constant elasticity 

demand and supply curves)을 가정하 다. 일정탄력성

을 가진 수요·공 함수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 함수

  
 공 함수


  



   
 



균형가격

   
  

 균형수량

(2)

실 된균형수량과 균형가격을통해 a와 b는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고, a와 b의 값을 각각 와 로 구하면

x축이 Q이고 y축이 P인 일반 인 경제학의 수요 공

곡선을 식 (4)와 같은 역수요·역공 함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3)

  


  


(4) 

의 역공 함수가 병해충 발생시에 실 된 것이라

가정하면 병해충 미발생시의 역공 함수는 다음과 같이

외생 으로 어든 공 을 포함하게 된다. 


  

 (5)

의 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연립방정식을 풀면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을 구할

수 있다.

 
  

 
  

 
  

  
  

(6)

병해충 발생시와 미발생시의 균형가격 균형수량을

각각  (균형가격; 발생시)와  (균형수량; 발생시), 

 (균형가격; 미발생시)와  (균형수량; 미발생시)라

하면, 병해충피해의 사회 후생손실 (간 피해액)은

Fig. 1의 k+m의면 이라 볼 수 있고 (7)의 분 과정으

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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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pply-Demand changes under pest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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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료

3.1 경  피해 계  한 주  변수

재배면 (ha)은 통계청의농업면 조사, 작물의 단수

(kg/ha)는 KREI KASMO 모형에서 추출하 다. 병해충

피해면 (ha)은 농 진흥청의 병해충발생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사용하 다. 부분 산법에 사용할 손실보상

(백만원)과 방제면 (ha)은 농 진흥청의 내부자료를 참

고하 다. 농가수취가격, 경 비, 농약비, 인건비 등은

모두 단 당 액(원/kg, 원/ha)이며 농 진흥청의 농산

물소득조사 자료에서 추출하 다. 부분균형모형에 필요

한 농산물도매가격(원/kg)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의 자료를 활용하 고 수요·공 탄력성

은 KREI KASMO 모형에서 인용하 다. 

3.2 후변화에 따  상 생  시나리

Korea Forest Service[13]에 따르면 2014년 꽃매미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상도 라북도 일 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총 발생면 은 1,452.2 ha(농경지)로 기록 되고

있다. 이는 국 농경지 면 1,691,113ha의 0.08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Table 1은 지역별 꽃매미 발생 황

과 농경지당 발생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발생율은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북과 경남권에서 다소 높

은 발생율(0.27%, 0.24%)을기록하고 있고, 북과강원

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0.004%, 

0.006%).  

Region
Occurrence 

area (ha)

Cultivated  

area (ha)

Incidence 

rate (%)

South Korea 1,451.2 1691,113 0.086

Gyeonggi-do 120 176,028 0.068

Gangwon-do 6.6 108,727 0.006

Chungcheongbuk-do 106.40 112,097 0.095

Chungcheongnam-do 138.10 219,215 0.063

Jeollabuk-do 8.40 204,612 0.004

Jeollanam-do - 305,889 -

Gyeongsangbuk-do 710.20 277,650 0.270

Gyeongsangnam-do 361.30 154,050 0.238

Busan City 0.2 6,351 0.000

Note: Incidence rate is a percentage value of occurrence area in 

cultivated land

Table 1. L. delicatula occurrence in cultivated land by 

region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꽃매미의 발생 상황을 망하

기 해 CLIMEX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RCP 8.5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미래꽃매미의잠재 범 를 측하

다. CLlMEX를 이용하여 특정종의 생존과 번식 합여

부를 나타내는 EI(Ecoclimate Index) 지수를 계측 할 수

있으며일반 으로 EI > 25인경우 서식 분포 합지

역, EI < 10인 경우 서식이 불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10].  

EI 지수는 단순히 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EI 지수만을 사용하여 발생

율을정확히 측할수 없다는한계를 가지고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EI 지수와 측된 기존 발생율을 조합하여

국 발생율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먼 EI 지수의 수

에 따라 발생 합도 등 을 부 합에서 매우 합까

지 4개 등 으로 분류하고 등 별 발생율을 가정하 다. 

발생 합도가 높게 분류된 지역은 기존에 높은 발생율

을 기록한 지역의 발생비율과 동일한 수 으로, 낮게 분

류된 지역은 기존 낮은 발생율을 기록했던 지역과 동일

한 비율로 꽃매미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 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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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생 합도와 상 발생 비율을 아래의 Table 2에명

시하 다(Low=부 합; Moderate=조 합; High=

합; Highest=매우 합). 

재 꽃매미는 서울과 경기남부, 충청도, 경상도

라도 북부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EI 지수에 따르면, 

겨울 기온이 낮은 강원도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도

를 포함한 국이 꽃매미 발생 합지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재까지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남지역은 25 

이상의 높은 EI 지수로 높은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어, 

수도권 일 와 충북 등 부 지역에서 주로발견되는 꽃

매미가 한 방 조치가 없을 시 경상도와 라도 등

남부 해안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측된다[10]. Fig. 

2는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측한 미래의 꽃매미 발

생의 기후 합도를 나타낸다. 측된 EI 지수에 따르면

2060년 경 국 부분의 EI 지수가 25를 넘는 수치를

나타내어 남한지역 부분이꽃매미서식 합지역이 될

것으로 상된다. 재 꽃매미 서식 부 합지로 알려진

강원도 내륙산간지역도 2060년경에는 서식 합지역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 최 기

온 상승으로 생존 합지역이 확장됨에 따른 결과로 보

여진다. 특히 겨울기온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남

부 해안 지역은높은 서식 합도를 나타내어추후 해당

지역의 방제·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2020                   2060

Fig. 2. Estimated EIs of Lycorma delicatula in 2020 and 

2060 under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EI Habitat suitability

Predicted 

incidence 

rate*(%)

1-10 Low 0

11-20 Moderate 0.066

21-30 High 0.091

31-40 Highest 0.254

Note: Predicted incidence rate is the average incidence rate of 

each suitability level. Incidence rate in area of low habitat 

suitability is assumed zero

Table 2. Predicted incidence rate of L. delicatula by 

habitat suitability

Region
Habitat Suitablity

Present 2060

Gangwon-do Low High

Gyeonggi-do Moderate High

Gyeongsangnam-do High Highest

Gyeongsangbuk-do Moderate High

Jeollanam-do Highest Highest

Jeollabuk-do High High

Jeju-do Highest Highest

Chungcheongnam-do Moderate High

Chungcheongbuk-do Moderate High

Table 3. Predicted habitat suitability of L. delicatula 

by regions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1)베이스라인 시나

리오, 2) 잠재 발생 시나리오, 3) 2060 미래 시나리오 등

세 가지의 국 발생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베이스라

인 시나리오는 재의 측치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로

Table 1에 따라 국 꽃매미 발생비율이 0.086%라고 가

정하 다. 잠재 발생 시나리오는 EI를 기반으로 한 발생

합도에 따라 잠재 꽃매미 발생 비율을 추정한 시나

리오이다(Table 2 참조). 실제 꽃매미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이지만잠재 으로 발생 가능성이 큰 “매우

합지역”과 “ 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경우( : 남, 

제주) 꽃매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잠재 인 국 발

생비율을 계측하 다. 국 발생 비율은 Table 2의 해당

지역 상 발생율과 지역 총 경지 면 을 곱하여 상

발생 면 을 구하고 이를 국 경지 면 으로 나 어 도

출하 다. 2060 미래 시나리오는 측된 EI 지수에 따른

미래의 꽃매미 발생 합도와 Table 2의 상 발생율을

조합하여 2060년 상 국 발생율을추정하 다. 각 시

나리오 별 국 발생율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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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Incidence 

rate(%)
Note

Baseline scenario 0.086

Incidence rate is 

calculated using 

occurrence data 

Potential incidence 

scenario 
0.105

Incidence rate is 

estimated based on 

present habitat suitability

2060 future

scenario
0.138

Incidence rate is 

estimated based on 

habitat suitability 

projected under RCP8.5 

climate change scenario

Table 4. Incidence scenarios

4. 결과

본 연구는 이상길[2]과 농 진흥청의 병해충 발생 조

사에서 피해가 많은 품목으로 나타난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꽃매

미 발생에 따른 경제 향을 추정하 다 (Table 5 참

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라 꽃매미가 발생할 경우

배 농가의 연간 수익손실과 사회후생 손실은 각각 3억

4,384만 원, 6억 3,205만 원으로 추정된다. 복숭아 농가

의 수익손실과 사회후생 손실은 각각 2억 1,932만 원과

7억 1,619만 원이며, 사과 농가의 수익손실과 사회후생

손실은 각각 9억 5,646만 원과 17억 4,213만 원으로 나

타났다. 포도 농가의 수익손실과 사회후생 손실은 각각

2억 9,306만 원과 7억 9,250만 원이다. 생산액이 가장

높은 품목인 사과의 꽃매미 발생으로 인한 수익손실과

후생손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잠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르면 꽃매미로 인한 주요 품

목의 연간 직 수익 변화는 배 4억 1,981만 원, 복숭

아 2억 6,778만 원, 사과 11억 6,77만 원, 포도 3억

5,781만 원으로 나타났다. 꽃매미 피해로 인한 사회 후

생 손실은 배, 사과, 포도에서 각각 7억 7,121만 원, 8억

7,350만 원, 21억 2,639만 원, 9억 6,717만 원으로 추정

되어, 직 수익 손실보다 사회 후생손실이더큰 것

으로 나타났다. 

2060 미래발생 시나리오에 따르면 꽃매미로 인한 주

요 품목의 연간 직 수익 변화는 배 5억 5,175만 원, 

복숭아 3억 5,194만 원, 사과 15억 3,478만원, 포도 4억

7,026만 원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에서 발생한 주요

과실 품목의 총 피해규모는 직 수익손실 18억 1269

만 원, 사회 후생손실 38억 8,287만 원이나, 잠재 발생

시나리오하의 총피해액은직 수익손실 22억 1,317만

원, 사회후생손실 47억 3,826만 원으로 베이스라인 시나

리오에 비해 약 2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 미래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직 피해액 약 29억

874만원, 사회후생손실 약 62억 2,183만 원으로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에 비해 피해규모는 6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enario Product

Total value 

of 

production

Profit 

Loss

(PB)

Welfare 

Loss

(PE)

Baseline

Pear 736,998 343 632

Peach 836,782 219 716

Apple 2,028,487 956 1,742

Grape 923,295 293 792

Subtotal 4,525,564 1,812 3,882

Potential

Pear 736,998 419 771

Peach 836,782 267 873

Apple 2,028,487 1,167 2,126

Grape 923,295 357 967

Subtotal 4,525,564 2,213 4,738

2060

Pear 736,998 551 1,012

Peach 836,782 351 1,145

Apple 2,028,487 1,534 2,793

Grape 923,295 470 1,270

Subtotal 4,525,564 2,908 6,221

Note: PB=Partial Budgeting, PE=Partial Equilibrium

Table 5. Estimated economic impacts of L. delicatula 

incidence under scenarios  

Unit: Million KRW per year

5. 결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에 유입·정

착한 외래 병해충 꽃매미로인한 농가의 직 수익 손

실 간 후생 손실을계측하 다. 다양한 발생 시나

리오를설정하여 측된피해로부터 야기된 손실과 재

기후 합도를 고려한 잠재 손실, 추후 기후변화로 인

해 발생하게 될미래손실 측치를비교하 다. 주로

문가의 정성 향 평가와 사후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지엽 작물피해 분석이 주 던 국내 연구에 비

해 본 연구는 정량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후여건 변

화를 고려한 향후 피해를 측하는데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EI(Ecoclimate Index) 지수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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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9만 여개 지역의 EI 지수를 도 별로 평균하고 각 도

의 경작지 면 과 기존 발생율 기록을 조합하여 세 개

(베이스라인, 잠재발생, 2060년 미래)의 국 상 발생

율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꽃

매미가 배, 복숭아, 사과 포도와 같은 주요 작물에 미

치는 경제 피해와 사회 후생 변화를 부분 산법과 부

분균형모형으로 추정하 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사

후 보고된 국 발생율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로, 재

꽃매미 피해 상황을 계측하기 한 시나리오이다. 잠재

발생 시나리오는 재의 기후 합도에 따른 꽃매미의

잠재 확산 가능성을 측한 시나리오이며 2060년 미래

시나리오는 추후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미래 발

생율을 측한 시나리오이다. 

재 꽃매미는 수도권과 충청도, 북 일부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역은 꽃매미 서식 합지로 측된 국 발생율

0.086%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0.105%를 잠재 발생율

로 설정하 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 부분 지역이 꽃매

미 서식에 합한 기후인 것을 의미하여, 특별한 방제조

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보다 높은피해를 입

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2060년경 우리나라 역은

꽃매미 서식가능지역이 될 정으로 국 발생율은

0.1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꽃매미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 18억 1,269만 원과 38억 8,287만

원이던 주요과실품목의 총 수익 손실과 사회 후생 손실

분은 잠재시나리오 하에서는 20% 증가한 22억 1,317만

원과 47억 3,826만 원이 될 것으로 상된다. 국내 역

이 서식 합지가 되는 2060년경 총 피해액은 직 손실

29억 874만 원, 사회 후생손실 62억 2,183만 원으로

측되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비해 약 60%정도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태계는 돌발 외래 병해충에 취약해 질것으로

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 피해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망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방법은 꽃매미외에다른 외래 병

해충으로 상을 확장하여 용할 수 있으며, 유입병해

충과미발생병해충의 반 인 피해 규모를 측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미발생 병해충의 반 인 상 피해

규모를 여러각도로추정함으로써정부의탄력 인인력

운용 산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보완한다면 추후

더욱 실 인 향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각 품목별 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하

다. 를 들어 배에 발생한 병해충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증가가 일어난다면, 소비자는 다른 과일로 소

비를 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병해충 피해 품목의수

익 감소는 타 품목의 수익증가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체탄력성 등을 통하여 모형에 히 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60년

미래의 경지 면 이 재의 경지 면 과 동일함을 가정

하 다. 미래 경지 면 증감 측치를 모형에 반 하면

보다 실 인 미래 피해치를 계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료와 농기구의

발 등 기술 증가로 인한 생산력 향상과 비용 감 효

과를 반 하지 못하 다. 미래 기술의 진보는 농업 생산

력 향상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나 실질 인 생산력 증가

분을 측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농업분야 빅데이터 도

입과 같은 정보부분 기술진보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사실

상 정확한 측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술

진보가 농업 생산력에 미치는 향이 크고 이를 요시

하는정부정책등을고려할 때, 기술진보를병해충 피해

모형에 고려하는 시도 한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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