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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
1. 세계 유해생물 방제시장은 2021년 226억8,790만 달러에서 연평균 5.1 %로 성장해 2026년 290억8,66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해생물은 크게 곤충, 설치류, 흰개미, 야생동물 등으로 구분되지만, 농작물 피해와 관련이 큰  유해생물은 설치류와 야생동물이다.
2021년 설치류와 야생동물의 방제시장은 전체 방제시장의 35.3 %인 80억1,450만 달러에서 연평균 4.83 %로 성장해 2026년
101억2,77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역별 유해생물 방제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북미 지역이 114억9,000만 달러로 전체 유해생물 방제시장의 약 51 %를
차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1년 세계시장에서 20 % 수준이고, 5년 후 2026년에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2021년 국내 유해생물 방제시장은 1억6,120만 달러의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4 %로
성장해 2026년 2억2,03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설치류와 야생동물의 비중을
적용하면 2021년 5,690만 달러에서 연평균 6.1 %로 성장해 2026년 7,666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5.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기계적 방법을 적용한 제품으로 국내 관련 시장은 2021년 2,276만 달러에서
연평균 6.1 %의 성장을 거쳐 2026년에는 3,067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 중이며, ICT와 AI 등의 기술이 결합된 제품은 타 제품대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일부 기업에서 개발하였지만, 기존제품 대비
고가이기에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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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개요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멧돼지는 치명적인 바이러

관리자에게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고

방제산업은 방제 방법에 따라 화약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 트랩

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군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유해 야생동물

등을 사용하는 기계적 방제, 천적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그리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는 멧돼지, 고라

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농

의 피해 원인에 따라 그 피해의 저감 대책을 농가에 직접 교육하고

관련 방제 서비스로 대별된다. 세계 유해생물 방제 시장은 2021년 기

니, 까치, 청솔모 등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작물의 피해와 더불어 양돈 산업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유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준 226억8,790만 달러에서 2026년 290억8,660만 달러 규모가 될

의 출입을 퇴치하거나 포획하는 장비나 기기를 의미한다. 유해 야생동

해 야생동물이다. 이러한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퇴치를 위하여 정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물을 퇴치하는 장비와 기기는 크게 철조망 등을 활용해 유해 야생동물

부에서는 멧돼지 퇴치 및 포획을 위한 포획틀을 구매하여 전국적으로

근거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

일반적으로 유해생물 곤충, 설치류, 흰개미, 야생동물 등으로 구분

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 먹이로 유해 야생동물을 유인해 포획하는 방

1,671 개를 설치하였으나 포획틀은 멧돼지의 동선과 습성을 고려하지

부는 관련법에 의거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상 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곤충 방제 시장이 전체시장의 35 %로 가장 큰

식, 유해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기피제 등을 활용한 퇴치 방식과 센서

않고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후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보였다.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곤충

로 유해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소리나 빛으로 퇴치하는 방식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은 농약과 기피제를 사용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 위하여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해 야생동물을 인지하고 유해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유해생물은 설치류와 야생동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액이 106

야생동물별로 맞춤형 퇴치기술을 적용하는 퇴치장치도 개발되고 있으

면 정부지원금을 60 %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 가능한 시설은

2021년 기준 설치류와 야생동물의 방제시장은 전체 유해생물 방제시

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37억 원으로 약 30 % 가까이 그 피해액

나 유해 야생동물의 인식률이 별로 높지 않고, 기존의 퇴치장치 대비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장의 35.3 %인 80억1,450만 달러를 형성하였고, 연평균 4.83 %로

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피해액의 65 %가 멧돼지

가격이 높아 아직 농가에 많이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성장해 2026년 101억2,77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표1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 종류

구분
출입 억제 방식

유인 포획하는 방식

기피제를 통한 퇴치 방식

특징

관련 제품

• 논·밭 주변 철조망 설치로 유해동물 출입억제
• 타 방식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
• 보호대상 전체 설치와 이상유무 확인곤란

정도로 연평균 5.1 %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시장으로 전망된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과 기타 야생동물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북미 지역이 114억9,000만 달러의 규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농림축

모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 시장을 포함하는 유해생물 방제시장의

산식품부에서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

약 51 %를 차지하고, 향후 연평균 5 %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

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재원으로 한 과수고품질생산

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1년 세계시장에서 20 % 수준이고,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부로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전기울타리 등 피

5년 후 2026년에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시장의 성장성

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해

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농작물의 피해액에 대하여 환경부와 농림축산

• 포획틀 내에 먹이를 두고 유해 야생동물의  경계심을 낮춘 다음 가둬서 잡
는 방식
• 유해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치 및 설치 장소에 대한 지속 확인 필요
• 유해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를 구현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 숯, 마늘, 분비물 등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며 철조망 등과 같이 사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은 크게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기타

식품부가 기준 면적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장으로 분류되며,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23 %로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표 3>

3) 시장 동향 및 전망

에서 알 수 있듯이 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기타에 해당한다. 국내 시장규모는 아시아태평양 지

시장 규모 및 전망

역 국가 모두가 매년 동일한 비중으로 시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추정
하면, 2021년 국내 유해생물 방제시장은 1억6,120만 달러 규모로 아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 시장은 유해생물 방제산업에 속하므로 관

시아태평양 지역의 3.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4 %의 성장

련 시장규모 및 환경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유해생물
센서를 이용한 퇴치 방식

• 사용자의 설치·관리의 편의성과 기술 구현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식
• 단순 빛 또는 소음을 발생하는 제품부터 센서를 통한 움직임 파악 및 기피
음향·광원 등을 발산하는 제품까지 다양함

출처 : 거제중앙신문(2015.05.22.), 목초액 혼합 탄 냄새 ‘유해동물 퇴치효과’, 농민신문(2019.01.14.), 진화하는 유해조수 포획·퇴치기…멧돼지 6마리 한꺼번에!, 농민신문
(2019.11.29.), [사설] 멧돼지 못 잡는 포획틀…설치·사후관리 부실 탓, 농민신문(2021.04.21.), 농작물 먹고 헤집고…美도 야생멧돼지 문제 ‘골치’, KISTI 재구성

2) 관련 정책 및 제도

으며 피해 가능성이 있는 농경지에는 얇은 막, 전기펜스, 격자형 울

세계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

하천 및 도로에 차단 장치도 설치하고 있다.

타리 등을 설치하고, 농경지 주변으로의 접근 차단을 위하여 산림,

여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일본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

미국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각 주를 담당하는 여

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개체수 조절에 주안점을 두었다. 농경지

러 개의 야생동물 부서와 농업 종사자가 함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에 피해를 입히는 개체군에 대하여 직접적인 포획을 우선시하고 있

있다. 야생동물 부서는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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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으로 2026년 2억2,03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생물별 종류에 따른 세계 방제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곤충

7,378.1

7,773.3

8,169.7

8,570.0

9,156.7

9,686.6

5.6

설치류

5,117.4

5,343.2

5,568.2

5,792.3

6,115.3

6,435.2

4.7

흰개미

4,361.3

4,598.9

4,838.4

5,082.1

5,406.6

5,737.4

5.6

야생동물

2,897.1

3,035.5

3,173.7

3,312.0

3,505.9

3,692.5

5.0

기타

2,934.1

3,036.4

3,136.6

3,233.6

3,384.3

3,534.9

3.8

합계

22,687.9

23,787.3

24,886.6

25,990.0

27,568.8

29,086.6

5.1

설치류 및 야생동물 비중

35.3%

35.2%

35.1%

35%

34.9%

34.8%

CAGR(%)

출처 : MARKETSANDMARKETS(2021), Pest Control Market, KISTI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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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유해생물 방제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

기 때문에 앞서 추정된 국내 설치류 및 유해 야생동물 시장규모에서
1)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또한 다양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관

를 위한 경보장치로 관련 제품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를 끼치는 설치류와 야생동물의 비중을 적용하면, 국내 설치류 및 유

기계적 방제시장의 점유율 을 적용하면 <표 4>와 같이 해당 국내시장

해 야생동물 시장규모는 2021년 5,690만 달러에서 연평균 6.1 % 성

을 추정할 수 있다.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유

더원은 농축산제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케어존살균기, 에어킬살균

연소재 기반 유효물질 라이브러리 구축과 제형기술 개발을 통해 유해

장해 2026년 7,666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 야생동물 퇴치장치의 2021년 국내 시장은 2,276만 달러에서 연평

기, 친환경수경재배기, 산소공급기, 친환경폐사축처리기, 야생동물

생물 피해감소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유해생물 피해감소제로는

균 6.1 %로 성장해 2026년 3,067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치기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이 20 m 안에 출현하

조류 피해감소제(닥터배트/버드프리/새박사/씨앗지키미), 포유류 피

였을 경우 360 도 방향에서 감지해 소리와 빛으로 야생동물을 쫓는

해감소제(대동물 피해감소제, 소동물 피해감소제), 파충류 피해감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뱀 피해감소제), 해충 피해감소제(모기기피제, 진드기기피제), 기

또한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 피해 방지장치
는 트랩, 소리, 빛, 스크린 등을 활용하는 기계적 방제 장비에 해당되
표3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해생물 방제시장 규모 및 전망

지역
중국

아시아
태평양

(단위 : 백만달러)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21~’26)

1,002.0

1,063.0

1,128.7

1,194.7

1,277.1

1,384.4

6.7

일본

891.4

943

998.4

1,053.6

1,122.9

1,210.6

6.3

호주

858.1

910.2

966.2

1,022.2

1,092.2

1,178.3

6.5

인도

772.5

819.4

870

920.6

983.8

1,062.6

6.6

기타

805.9

854.4

906.7

958.9

1,024.1

1,101.4

6.4

4,330.0

4,590.0

4,870.0

5,150.0

5,500.0

5,937.4

6.5

161.2

170.9

181.3

191.8

204.8

220.3

6.4

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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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161.20

170.90

181.3

191.80

204.80

220.30

6.4

설치류·야생동물

56.90

60.16

63.64

67.13

71.48

76.66

6.1

설치류·야생동물
기계적 방제

22.76

24.06

25.45

26.85

28.59

30.67

6.1

국내
(비율 적용)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
지는 않다. 또한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퇴치장치는

사용되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는 전세계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다양한 관련

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간의 경쟁이 다소

1) 기계적 방제 시장의 점유율 : 2021년 세계방재시장규모(기계적 방법) 9,052.3백만 달러 ÷ 세계방재전체시장규모 22,689.0백만 달러 = 39.9 %(출처 : MARKET
SANDMARKETS(2021), Pest Contro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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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친환경 농림자재 연구와 태양광 전기목책기, 태양광 조류퇴치 시

피해감소제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와 동물의 로

스템 등 다양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목

드킬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책기 대비 70 %의 비용으로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치율

㈜광진기업은 다양한 농업용 농자재 기업으로서 기술연구소를 설

99%에 달하는 스마트 목책기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스마트 목책

립해 인공지능(AI) 유해 조수 퇴치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개발된

기는 야생동물의 접촉 시에만 전기적 충격과 폭음을 발생시키는 원리

유해 조수 퇴치기는 영상인식과 AI로 유해 조수를 인식하고, 인식된

를 적용하였다.

유해 조수에 맞는 퇴치 방법(소리, 빛, 냄새)을 제공한다.

현일테크는 전기전자 케이스, 모니터 케이스, 통신본체, 가전제

유일한 대기업인 KT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재

품 진열대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유해 야생동물(고라니와 멧돼

산 피해를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의 네트워크 기

지 등)과 유해조류(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꿩, 직박구리, 참새) 등으

반 ‘유해 야생동물 퇴치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이를 야생동물이 주로

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호·방지하는 “팜캡스”제품을 개발하였다.

출몰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관련 애플리케이션

2015년 6월부터 일부 농작물 및 과수에 시범 설치한 적이 있으며,

을 개발해 주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2016년 2월 상표등록을 마쳤고, 2016년 5월에는 농작물 접근방지
국내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

더원
• 유해 조수 퇴치기

전진바이오팜

출처 : MARKETSANDMARKETS(2021), Pest Control Market, KISTI 재구성

경쟁현황

생충 피해감소제(바다이(Sea lice) 피해감소제) 등이 있으며, 대동물

(단위 : 백만달러)

CAGR(%)
(’21~’26)

전진바이오팜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천

한국농림시스템은 태양광 LED 보안등, 식물성장 LED 조명과 같

표5

출처 : MARKETSANDMARKETS(2021), Pest Control Market, KISTI 재구성

표4

련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 유해생물 피해감소제
• 방충방향제(기능성 퍼퓸)

한국농림시스템
• 전기목책기     • 조류퇴치기

현일테크
• 팜캡스

㈜광진기업
• AI 유해 조수 퇴치기

KT
• 유해 야생동물 퇴치 솔루션

출처 : 업체 홈페이지, 땡큐 굿 뉴스(2019. 12. 27),전국 최초 인공지능 유해동물 (멧돼지,고라니) 퇴치기 개발 완료, KISTI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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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자 인사이트

원을 통하여 설치된 것으로 정부의 유해 야생동물 관련 지원금의 규
모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3억 명으

그리고 정부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퇴치 및 포획을 통한 아프

로 예측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르다고

리카돼지열병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발표하였다. 인구증가는 기본적인 곡물 식량의 소비 증가와 함께 양

내에서 조달을 통하여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ICT와 AI

질의 식품 수요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품질의 작물 생산, 재배,

등의 최신 기술이 탑재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 제품의 보급은 다

수확 능력과 함께 농작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

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아지고 있다.

국내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의 시장

농업인은 개인 소유의 농경지 또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

규모는 2021년 2,276만 달러로 큰 편은 아니지만 제품 개발에 따른

조망, 울타리 등 가격이 저렴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를 사용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관련 제품

있다. 최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되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을 개발해 판매중이다. 반면 ICT와 AI 등의 기술이 결합된 제품은 일

장치는 카메라, 근접센서, 광센서,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 기업에서 개발하였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시

이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을 인식해 퇴치하고 포획한다. 그러나 예전

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부터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퇴치장치인 철조망, 울타리, 기피제 등에

퇴치장치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그림 1>과 같이 시장의

비하여 가격이 수백만 원대로 고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사비로

촉진 요인, 저해 요인 등의 주요 요인을 참고해 사업화 전략을 수립

구입해 개인의 농경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 농가에 보

해야 한다.

급된 고가의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는 정부 또는 지차체의 보조금 지

그림 1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장치의 사업화 고려 요인

촉진 요인

저해 요인

• 매개체를 통한 질병의 발병 사례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동물의 변화

• 긴 제품의 성능 인증 및 검증 기간

• 방제시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기술 채택 증가

기회

• 방제 장치에 인공지능(AI)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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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 제품의 반복된 기능에 따른 유해동물의 적용
• 부족한 인공지능 전문 지식 및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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