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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호주의 선진 검역 체계와 검역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호주의 검역은 검역법 1908(Quarantine Act 1908), 검역법 규칙 2000(Quarantine Regulation 

2000), 검역법 고시 1998(Quarantine Proclamation 1998)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다양한 운송

수단 별 검역조사․소독 지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호주 검역의 특징은 연방 정부

와 지방 정부간 그리고 연방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처 간에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검역을 입국전 단계, 입국 단계, 입국 후 단계로 나

누어 입국단계와 입국 후 단계는 엄격히 지방 정부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

태시 등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가 존재한다. 또한 호주는 보건노인

부와 농림수산부의 협력 하에 인간검역과 식물, 동물 검역이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

으며, 그 밖에도 입국과정에서 협력하는 이민국이나 세관도 함께 검역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호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교류와 검역의 양적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에 따라 인력에 의존하던 근대적인 검역을 지양하고 일찍부터 자발적 검역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관리의 국제적인 공조를 위하여 인접 국

가인 뉴질랜드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선진 검역 체

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통합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검역대상 감염병 패러다임의 전환, 감
염병별 검역조사 및 검역소독으로의 전환, 운송수단별 검역 체계로의 전환, 전자검역 우선 

적용과 자발적 건강 상태 보고 체계로의 전환, 인간․동․식물 검역업무의 통합적 운영,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정부 부처 간 검역 업무 범위의 재정립, 협의체 구성 및 검역의 

전문성 제고 등이다.

주제어 : 검역, 검역감염병, 검역법, 국제보건규칙2005,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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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치열한 경쟁이 주도하는 21세기의 현대사회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개방과 발전 없이는 
즉, 근대이전의 상태와 같은 고립적 자급자족국가의 형태로는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
은 날로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발전과 동반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와 선박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의 
증가는1) 근대이전의 폐쇄적 국제관계에서 행해지던 인적 물적 교류의 범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로 초월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사태에서 보듯이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의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며 관리하던 과거의 검역은 더 이상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여러 경로를 거쳐 들어오게 되는 항공기와 선박의 특성과 그 빠른 속도는 이전처럼 검역이라는 
제한된 질병과 영역에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기존의 검역질환을 포함한 감염
병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을 개정하여 ‘국제보건규칙 2005(IHR 2005)’를 발표하였다. 이 국제보건규칙 2005는 그 목적과 범
위를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
서 국제적인 질병확산을 예방, 방어, 관리, 대응하고자 함이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국제보건규

1) 최근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입국경로인 공항과 항만의 경우 공항 
2008/2006년 비를 살펴보면  항공기 127,332/107,791대, 이중 여객 20,162,298/17,857,401인으로 증가하
고, 선박의 2007/2006년 비를 살펴보면 72,118/67,143척, 이중 여객 711,237/604,167인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현황, 서울: 질병관리본부; 2008. 참조. 

2) 국제보건규칙 2005, 제 2조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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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05는 모든 개별국가들의 국제간의 교류에 있어 질병의 확산차단이 한 국가의 노력이나 통제만
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감염성3) 질병을 차단 관리하는데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
울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보건규칙 2005 이후 특히 세계 
각국은 이전의 감염병과 관련되거나 검역병과 관련된 법령들을 이 규칙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있
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보건규칙 2005의 부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시
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을 충족하고,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2009년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증증급성호흡기증후
군)과 AI(Avian Influenza : 조류독감)4)의 충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성질환 및 인수공통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과 피해는 현재의 검역체계와 감염병 예방체계를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감염성질환의 확산방지는 각 국가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공동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즉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바
이러스성 질환이나 재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과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내의 인간 및 동․식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 검역 당국 그리고 입국 단계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관 및 이민국뿐만 아니라 입국 후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 간에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및 각 국가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한 과학적․통합적 검역 체계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 보다 강력하고 잘 정비된 검역체계와 입법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호주검역법을 검토해보는 것은 우리의 검역법개정이나 발전이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호주의 
검역법 체계와 검역 현황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합 검역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감염은 infection을 말하고, 국제보건규칙 2005 제1장 제1조에서는 이러한 감염이나 오염(contaminated)에 
의하여 공중보건의 위험을 지니게 된 것을 'affected'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에 의하여 규정된 대상을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본다. 

4) 기존의 한국 검역법에는 검역대상질환으로 콜레라, 황열, 페스트 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SARS, AI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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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호주의 검역 체계 및 현황

1. 입출국 현황 (2011)
호주는 대표적인 관광 국가로서 2011년 2월 기준 호주에 입국한 단기 방문 건수는 월 498,400건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5)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2010년 1분기 검역 대상 건수인 30,131건6)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방문객이 월별로 입국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검역 대상수
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호주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모든 검역 대상들을 조사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찍부터 자발적인 검역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7). 

2. 호주검역법의 역사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하여 미국과 유사하게 각 주정부의 권한이 법적, 행정적인 면에서 강

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검역초기에는 더욱 두드러졌는데, 현재의 검역법
인 ‘검역법 1908(Quarantine Act 1908_이하 검역법 1908)’이 제정되기 이전인 1800년대 말경에는 
각 주정부가 검역에 관한 권한을 현대의 개별국가처럼 갖고 있었다. 호주의 각 주정부의 입법 예를 
보면, 연방정부에 앞서 각각의 식민지역에서 검역문제를 다루었고, 따라서 New South Wales에서는 
1832년, Victoria는 1865년 검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식민지 검역관련 법률은 영국의 검역법 
1825(Quarantine Act 1825)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는 초기에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검역의 관리가 이루어지다, 1918-191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 influenza)을 계기로 1920
년 연방의회가 검역법 19088)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역권한
을 확립하였다.

호주가 영국의 검역법 1825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검역법은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
으로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해공항검역규칙(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
령 제2호)을 폐지하고 1954년 해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해공항에 내
항하는 승객·승무원·선박·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해공항검역법을 

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3401.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6)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뉴스레터, 서울: 질병관리본부; 2010년 6월호.  국제검역상황 참조
7) 한국의 경우도 급격한 국제 교류의 확대 및 국가 및 지역의 다양화로 인한 검역업무의 질적 양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검역대상자의 자발적인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를 보다 전문성 
있게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 2008년 호주의 검역법인 '검역법 1908'의 100주년 기념행사가 AQIS(Australian Government and 
Inspection Service)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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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3년 이 법의 명칭을 검역법으로 바꾸어 개정한 후, 현재까지 총 17차례의 
일부·전부 개정이 이루어져왔다9). 우리나라의 검역법은 2007년과 2009년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
기는 하지만 여전히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된 초기 제정 당시의 틀을 바탕으로, 항공기, 
도보검역 등이 추가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운송수단 별 검역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호주검역법 체계
자국민과 자국의 자연생태계를 외부인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주의 검역

법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미국의 주와 유사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과 같은 

영역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연방 정부의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검역은 호주 
헌법 제5장 제51조 (ix)항10)에 근거하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책임 아래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즉 호주의 검역은 연방정부와 주, 지역의 법률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된
다. 예를 들면, 검역의 단계를 입국 전단계(preborder), 입국단계(border), 입국후(post border)의 
3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들 각각 모두에 연방정부의 법률이 권한을 갖기는 하지만, 입국단계에
서의 공항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및 입국 후 검역질환자의 의료관리에 대해 주정부가 그 권한과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다만 연방 정부에 의해 파견된 검역당국과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
가 존재하고, 비상공중보건사태 발생 시에는 연방 정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상공중보건사태 발생 시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 우선하게 되지만, 기본적
으로 입국 전 단계에서는 검역법에 의해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업무를 담당하
고, 입국 후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검역법 
제29조에 따라 공항 및 항만 등 일정한 구역을 검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검역 당국에게 부여하고 있어 입국 단계에서 검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
어 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연방정부 내에서도 여러 관련법들이 검역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세관이나 이민국도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질환 혹은 감염성질환이 의심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들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9) 이은영/이미진/이선규,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 방향 연구, 한국의료법학
회지, 2006;14(1): 62p

10)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Part V 51(ix) 호주 연방 의회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검역
에 대한 입법권한을 갖는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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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법이나 세관법12)도 검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호주의 검역법은 운송수단 
및 사람에 대한 검역은 물론 동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까지 모두 호주 검역법 1908이 포괄하고 있고 
입국 과정에서 관련되는 이민법이나 세관법 등 여러 관련법이 검역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등 운송수단 및 사람, 동물 및 식물 등 각 검역법률
이 분리되어 있고, 입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민국이나 세관에서의 업무 협조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적인 검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성이 더욱 절실하다. 

셋째, 호주의 인간 검역은 법률단계에서는 검역법 1908을 근간으로 하여 검역법 규칙 
2000(Quarantine Regulation 2000_이하 검역법 규칙 2000), 검역법 고시 1998(Quarantine 
Proclamation 1998_이하 검역법 고시 1998)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13)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통하여 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검역검
사국 가이드라인(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Guidelines for Airline & Aircraft 
Operators Arriving in Australia(version 1.2)), 선박소독에 대한 입국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
(Guide to Completing the Quarantine Pre-Arrival Report(Pratique) Form for Vessel Clearance)
등을 통하여 각 검역대상관련자들이 올바른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 호주 검역법 1908 (Quarantine Act 1908)
호주 헌법 제51조 (ix)에 기초하여 총 7개 장(Part), 총 87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 검역법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통칙으로서 개관(Introductory), 행정(Administration),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을 다루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 각칙으로서 선박, 인, 물건의 검역(Quarantine of 
vessels, persons and goods), 동물, 식물의 검역(Quarantine of animals and plants), 검역비용
(Expenses of quarantine)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밖의 호주 검역법의 특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08년 호주연방법으로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점진적․추가적 개정(amendment)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14). 따라서 현재의 
여러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재빠르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어온 법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검역법이나 일본의 검역법에 비해 좀 더 잘 
정비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15). 
12) 대개 국가들의 입국시에 이민국(immigration:출입국관리국), 검역관(quarantine), 세관(customs)의 세 기

관을 거치게 되어 있다.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출해야할 서류의 양식이나 
의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13) 반면 우리나라 인간 검역의 경우,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검역법(제17차 일부개정 2010.1.18 제
9932호), 검역법 시행령(전부개정 2010.12.29 제22565호), 검역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10.12.31 제35
호)이다. 

14) 현재기준으로 최종개정은 2007년 9월에 있었다. 
15)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대개 구체적인 내용을 검역법의 경우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부분 위임하

고, 또한 실제 업무는 검역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의 경우는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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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역과 관련된 비용을 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고16), 각 조항마다 위반 시 가해지는 벌칙조항
이 명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3장 일반 조항의 12A(2)에는 ‘위급 시 장관이 취하는 조치를 위반
하면 이에 규정된 조항을 요건으로 하여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고, Part Ⅳ Division2 44B (4)를 
살펴보면 ‘검역소에 보관중인 물건에 일정한 관련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특히 일반인들과 관련하여 입국 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입국자카드(IPC : 
Incoming Passenger Card)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의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즉 금지 품목을 임
의로 반입하면) 60,000 호주달러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주의 검역관에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대체로 강화된 권한17)이 부여되어 있다.  

호주의 검역체계는 인간검역과 식물, 동물 검역이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간검역
의 경우는 검역질환이라는 개념보다는 감염성(infectious)이나 전염성(communicable)이라는 개념
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국경에서의 입국과정에서는 개인의 보고 의무는 없지만 세관에 제
출하게 되는 입국신고카드에는 결핵의 유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호주의 검역당국
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동식물의 비중을 더욱 크게 두고 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이 호주의 검역관련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등 운송수단 및 사람, 동물 및 식물 등 각 검역법률이 분리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다. 

나. 호주 검역법 규칙 2000 (Quarantine Regulations 2000)
호주 검역법 규칙 2000은 기존의 시행규칙을 2000년에 전면 개정하였다. 호주 정부는 시행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하여 보건노인부(DoHA: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_이하 보건노인부)이
전의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HAC)에서 2000년 4월과 11월에 인간검역법령검토개
정위원회(Human Quarantine Legislation Review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각각 인간검역
법령검토(Human Quarantine Legislation Review) 공청토론회보고서(Public Consultation 
Discussion Paper)와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정된 검역법 
규칙 2000은 현재 최종적으로 2010년 추가개정(amendment)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구성은 총 7개의 장과 총 83개 조 및 2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역법 규칙 2000의 전반적인 내용은 검역법 1908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특

로 적고 모든 자세한 조항들이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임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단순한 나열이 
필요한 경우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호주 검역법 고시1998의 경우 약 200페이지에 걸쳐 종자
(seed)를 나열하고 있다.  

16) 호주 검역법 1908 제6장
17) 기본적인 권한들로는 첫째, 검역대상자의 이동제한(Part Ⅶ s 70D), 둘째, 개인에 대한 의료검진 요구(Part 
Ⅶ s 72), 셋째, 의심사항조사(Part Ⅶ s 73), 넷째, 예방접종요구(Part Ⅶ s 75)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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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 선박과 해상구조물 편에서  Division 2 보고(Reports) 및 Division 3 선박 균형수 및 기타 

위생조건(Ballast water and other sanitary requirements) 이하의 각 조를 통하여 선박이나 항공기
의 장이 보고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특히 호주가 검역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황열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검역법 규칙 2000 
내에 검역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절차적 규정을 세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18)

이와 함께, 검역법 규칙 2000은 선박의 장이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질병의 확
인19), 황열에 대한 조치 및 기간20), 선박의 선장과 항공기의 기장에게 부과되는 국경에서의(입국
장) 검역관에 대한 탑승자 건강상태보고 의무21), 일반적인 위생지침22)과 더불어서 쥐의 통제와 박
멸23), 선박, 인, 물건에 대한 소독24), 기타 검역 및 검역감시수행지침, 항공기 소독25), 황열관련예
방접종의 불비에 관한 사항26)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검역법 규칙 2000의 근간에는 앞서 언급한 검토개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과 업무는 첫째, 외래의 감염성 질환의 병인이 되는 매개체가 호주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의 목표를 확정하고, 둘째, 현재와 미래의 인간검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일하고,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며, 셋째, 가능한 경우 국제보건규칙(IHR)27), 세계무
역기구(WTO)의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과 같은 국제지침에 규칙을 발맞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검토과정의 일부로
서 제시된 보고서는 정부 내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영향력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권고되었으며, 
2000년 6월까지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현재의 보건노인부)에 보고하고 사본을 농
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_이하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도
록 조치되었다. 

다. 호주 검역법 고시 1998(Quarantine Proclamation 1998)
총 10개 장28)으로 되어 있는 호주 검역법 고시 1998의 첫 부분은 검역법 및 규칙과 비슷한 형식

18) 한국의 경우 검역지침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호주검역법체계에서는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 검역법 1908의 s 22(1), 검역법 규칙 2000 8 
20) 검역법 1908의 s 35(1A), 검역법 규칙 2000 14
21) 검역법 규칙 2000 18, 65
22) 검역법 규칙 2000 33-37
23) 검역법 규칙 2000 25-32
24) 검역법 규칙 2000 41
25) 검역법 규칙 2000 66
26) 검역법 규칙 2000 74
27) 2000년 당시는 호주정부가 기존의 IHR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IHR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28) 호주 검역법 고시 1998은 제 1장과 2장(Parts 1,2 and 2A)에서서론 및 일반론을 다루고, 제 3장 (Parts 

3)-인간검역, 제 4장과 5장 (Parts 4 and 5)-인, 동식물검역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세부사항, 제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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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대부분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검역질병이 
감염되었다고 고시된 지역목록, 둘째, 검역질병목록, 셋째, 인체 혹은 인체일부의 반입을 위한 요구
조건, 넷째, 질병을 유입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재료나 물건의 반입을 위한 요구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검역 감염병의 종류
호주는 검역질환을 감염병에 속하는 몇몇 질병으로 인식하고, 감염병은 전달될 수 있는 광범위한 

질병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즉 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은 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cheme 하에서 보고해야 하는 일련의 질병군을 뜻하게 된다. 

호주는 검역법 1908에서 사람에 대한 검역질병29)을 검역법 고시 1998에서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호주 검역법 고시 1998은 현재 사람에 대한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콜레라(Cholera), 고병원성 
조류독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Humans (HPAIH)), 신종인플루엔자A(Human 
swine influenza with pandemic potential, H1N1_이하 신종인플루엔자),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페스트(Plague), 바이러스성 출혈열(Viral haemorrhagic fevers of 
humans), 황열(Yellow fever), 천연두(Smallpox), 광견병(Rabies)을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호주 
농림수산부에서는 주요 감염병을 전파 대상 및 매개체 별로 분류(Human Diseases Which May 
Have Links To Animals)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염병 및 그 매개체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
다31).

(Parts 6)-동물검역, 제 7장(Parts 7)-식물검역, 제 8-10장(Parts 8 and 10)-행정사무사항을 다루고 있
다. 

29) 자료원: 호주 농림수산부 AQIS 홈페이지 (http://www.daff.gov.au/aqis/quarantine/legislation/quarantine,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0C00211/Html/Volume_1#param22) 기준일: 2011년 4월 22일

30) 우리나라의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역법 제2조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
염병

31) Human Diseases Which May Have Links To Animals
  1. Vector Borne Diseases : Yellow fever, Japanese encephalitis, Dengue
2. Influenza : AI

3. Viral Hemorrhagic Fevers : Ebola, Marbur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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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역소 조직 관련
호주는 일반적인 감염병관리로서의 검역질환 관리는 주정부의 관할이고, 국가적 대응이나 국제감

염병관리는 연방정부소관이다. 즉 감염병 관리의 일반적인 권한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갖고 있지
만, 국가적 대응이나 국제감염병 관리는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검역질
환 관리 및 국가적 대응이나 국제감염병관리 등 비상공중보건사태 발생 시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
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의 13개 국립검역소가 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의 
일반적인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 주 및 지방정부
호주의 각 주는 Chief Quarantine Officer(이하 CQO)가 있고, 이들은 검역법 s8A, 8B, 9AA에 의

해 임명되어 연방정부에 소속되며, 관할권내 사건의 관리책임이 있는 선임 CQO를 파견한다. CQO의 
보고에 기초해 보건노인부가 검역질환의 예방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주 및 지방정부는 검역질환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밖에 주 및 지방정부는 감염병의 치료와 격리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나. 연방정부책임
호주는 검역과 관련한 법률적인 집행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정부를 제외하고도 연방 

정부의 각 부서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인간검역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노인부 산하의 국경보건국
(Border Health Section_이하 국경보건국), 기타 동식물검역은 농림수산부 산하 호주검역검사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이하 AQIS)이 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황열(yellow fever)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이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가 세관에서 확인되면 AQI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 이외에도 외교통상부(DFAT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_이하 외교통상부),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_이하 국방
부) 등이 검역 업무에 관여한다. 우리나라는 인간 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검역소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 보건노인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보건노인부는 인간검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입국관리기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검역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인간검역활동을 위한 주 및 지역당국에 대한 

4. New and Emerging Viruses : Menagle virus, Hendra virus, Lyssavirus, Nipah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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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질환 발생 상황을 감시(monitor overseas outbreaks)하는 한편, 
국제보건규칙 2005에 규정된 질병들에 대해 WHO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나) 농림수산부 산하 호주검역검사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
AQIS의 주요 업무 범위는 식물 및 동물 검역이기 때문에 인간검역부문은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러나 AQIS가 보건노인부의 위임으로 호주공항, 항만 인간검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를 문서화하기위해 보건노인부와 AQIS는 2000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를 체결하여 보건노인부의 위임 하에 AQIS가 공항, 항만에서 검역시설관리
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다. 

AQIS는 보건노인부를 대리하여 입국자들의 질병을 감시(screen arriving passengers for illness)
하고, 황열에 대한 입국 조건 관리(administer entry requirements for yellow fever)하며, 곤충 매개
체 유입 모니터(monitor for importation of insect vector) 및 국제선항공기의 해충박멸
(disinsection of international aircraft)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QIS의 대부분의 업무는 사용자비용부담원칙에 따르나 인간검역의 경우 Passenger Movement 
Charge Collection Act 1978 (Cth)에 따라 호주를 떠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여행객 통관비 중 
일정한 세금수입이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세관, 이민국, 검역소의 업무에 사용된다.

다) 호주 세관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Master Plan for Passenger Processing에 따라 호주 세관은 항공기, 상업용, 산업용 선박 탑승자, 

군인, 난민을 포함하는 - 국경에 발을 디딘 모든 여행객을 심사하는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비록 세관이 인간검역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열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AQIS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라)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외교통상부(DFAT)는 해외 감염병 발생 시에 보건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호주와 직항

편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노인부 및 AQIS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마) 이민국(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DIMA))
보건당국이 제공한 권고에 따라 이민국(DIMA)은 여행객이나 이주자에 대하여 건강요구조건을 

결정하고,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추적관찰을 돕는다. 
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DOD))
국방부(DOD)는 군의 대규모 이동이나 시민들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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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사태 발생 시의 검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 환경보건 담당 장교는 군함과 전투기의 입
항 허가증명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6. 공중보건비상 사태시 보건노인부의 응급대처체계 (NIR : National Incident Room)
호주는 공중보건비상 사태 발생 시 보건노인부내의 NIRoom으로 모여서 응급대처체계를 운영한

다. NIR은 특히 유행성 질환의 대량 발생시와 같은 상황에 대처(pandemic response)하기 위해 작동
하게 된다. NIR은 약 50여명 가량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평시에는 각자 보건노인부 내 자신의 각 부
서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NIR 조직에 따른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 특이할 점은 우리
의 경우에서처럼 상황발생시 임시공간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NIRoom이 상시 확보되어 대화면 스크린, 상황보고시설, 인터넷, 이동용열감지카메라 장비 기타 간
단한 검사장비 등과 응급보건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들이 갖추어진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상황
발생시 NIR 구성원은 준비되어 있는 각자의 책상에 앉아 업무에 임하게 된다. 즉, 평소에는 모든 것
이 준비된 상태로 사람만 없는 공간으로 NIRoom이 확보되어 있으며, NIR을 위한 상황발생에 대비
한 주기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지속적인 훈련도 이루어진다. 

7. 상호 협조
호주는 1989년부터 근접 국가인 뉴질랜드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Communicable 

Diseases Network Australia New Zealand(CDNANZ))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감시 및 관리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 기타 검역 조사·소독

가. 사전도착보고
호주 검역법 1908의 27B조에 의하여 항공기의 기장은 운행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운항 중 승객

이나 승무원이 사전에 언급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경우, 운항 중 동물이 사망
한 경우, 운송수단에 대한 소독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착륙 전 혹은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기 최소 30분 전에 AQIS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장은 라디오나 전자통신으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호주 검역법 1908은 감염 질병이 의심되는 증
상이 있거나 검역질병 또는 감염 질병이 발발한 경우, 검역을 하지 않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AQIS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의무는 검역법 제22조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감
염병이 발생했다거나 검역대상 페스트가 선내에서 발생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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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32). 
 나. 검역증
호주에 들어 오는 항공기는 현재 자동 검역증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가도착할경우검역증이자동적으로부여됨을의미한다. 검역증이자동을발급되지않는상황으로

는 앞서 언급된 27B조와 22조에 따라 사전도착보고 시 문제가 있는 경우, Director of Human

Quarantine33)가검염증 발급중지지시를내린경우등이있다. 이 경우 항공기전체를조사하게되

며, 모든승객과승무원은 AQIS가검역증을주거나 AQIS 공무원의허가없이는기내를 떠날 수없

다.

다. 승선 검역
대형 여객선 등의 입출항이 많은 호주는 이들 선박의 검역 조사를 위하여 승선하여 약 30분간 선

박의 장, 선내 의사 등 관련 당사자들과 간단한 보고 회의(on-board arrival briefing(승선검역))를 
통해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여객 선박이 도착한 경우, AQIS는 선박의 상관 승무원을 만나, 
on-board arrival briefing(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승객들은 선박이 AQIS에 의해 입항허가가 날 때
까지 상륙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on-board arrival briefing 동안, 승선한 검역관은 선
박의 검역상태를 평가하며,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상륙하거나 일일관광 모두) 선박이 출발할 때 
검역 입국허가 대상이 된다. 반면 대형 여객선 등의 입출항이 많은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박 검
역은 화물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검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승선 검역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검역법은 여전히 선박의 경우 승선 검역을 원칙으로 운영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건강상태 신고
보건노인부는 호주에 정박하는 모든 승객 및 승무원에게 건강 이상 유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유증상자의 신고를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신고에 의하도록 하여, 질문서 징구 등의 과다한 
업무는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안내 방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팜플렛을 개발하여, 신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고 문서는 여행 문서 ‘Been Away? Feel OK?(Attachment C)’로 제공되며 이 
브로셔를 통해 승객 및 승무원들이 여행 중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취해져야하는 예방책을 포함하여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호주는 검역질환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도구(입
32) 우리나라는 검역법 제9조(검역 통보)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Chief Medical Officer은 보건노인부 장관이 Director of Human Quarantine으로 임명하고, 인간검역에 대
한 책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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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를 위한 질병 체크리스트34))를 개발하여 이를 승객들 및 검역관들로 하여금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감염병 검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보건노인부는 조언 팜플렛,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Attachment 
C35)) 등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감염병 의심 증상 신고를 위한 다양한 문서를 개발하
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마. 검역 소독·살충
호주는 검역 소독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농림부(Minist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Biosecurity New Zealand (MAFBNZ))와 공동으로 WHO의 권고에 기초하여 항공기과 선박 등 운
송수단별로 schedule36)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항공기와 선박의 장 및 관련자에게 참
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역 소독·살충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검역 소독 및 살충을 민간업체에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운송수단 별 소독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역당국은 물론 운송수단 및 소독대행업체 사이
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9. 소결
호주의 검역은 영국의 검역법 1825을 계수하여 검역법 1908, 검역법 규칙 2000,, 검역법 고시 

1998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실제적으로 다양한 운송수단 별 검역조사․소독 지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검역법을 계수하고 현재까지 총 17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을 통해 검역법(제17차 일부개정 2010.1.18 제9932호), 검역법 시행령(전부개정 2010.12.29 
제22565호), 검역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10.12.31 제35호)에 이르고 있지만, 운송수단 별 또는 검
역 매개체 별 검역조사 및 소독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 

호주 검역의 특징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 그리고 연방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처 간에 독립
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검역을 입국전 단계, 입국 단계, 
입국 후 단계로 나누어 입국단계와 입국 후 단계는 엄격히 지방 정부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태시 등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비상사태시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보다 우위의 권한을 갖게 되지만, 검역법 상 검역 구역을 
34) 호주의 입국 질병 체크 리스트 Passenger with Illness Checklist 
35) 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Quarantine-1
36) 항공기 살충 절차(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의 AZIS/MAFBNZ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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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지방 정부의 영역을 검역당국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중첩되어 당국 간 혼란이 일
고 있다. 

또한 호주 검역은 호주 검역법 1908에 따라 운송수단 및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이 동일
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되어 보건노인부와 농림수산부의 협력 
하에 인간검역과 식물, 동물 검역을 AQIS에서 관할하도록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입국
과정에서 협력하는 이민국이나 세관도 함께 검역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은, 인간검역과 식․동
물 검역이 검역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등으로 분리되어 각 검역소 및 동식물 검역원
과는 물론 이민국이나 세관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인 관광 국가인 호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교류와 검역의 양적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에 따라 인력에 의존하던 근대적인 검역을 지양하고 일찍부터 자발적 검역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의 파악을 위해 질문서 징구 등의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업무는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안내 방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팜플렛을 개발 및 예방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오염국가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근대적인 검역 
체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역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한다. 

한편 호주는 감염병 관리의 국제적인 공조를 위하여 인접 국가인 뉴질랜드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오염국가인 중국 및 북한과 근접하게 위치하
고 있음은 물론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여 검역 선진국인 일본과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통합적․과학적 검역 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1. 검역대상 감염병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의 경우 검역법 제2조에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

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그리고 그 밖에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SARS 및 AI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의 급격한 전파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이 있어 왔지만, 신종인플루엔자의 전파와 이에 따른 여파를 볼 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신종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검역대상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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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검역은 근대적인 검역이 그러하
였듯이 여전히 세균성 감염병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과거와 달리 세균성 감염병의 대량 확산 가능성은, 테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그 증상 발현자 및 접촉자의 감염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해졌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로 세균성 감염의 전파가
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감염자 측면에서도 패혈증 및 합병증 단계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어려움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경우 초기 감염자
확인과 확진이 쉽지 않고 특히 호흡기성 바이러스의 경우 대량 확산의 가능성이 현격히 클 뿐 아니
라, 질병의 진행경과가 비특이적이며 급격히 빠르다. 따라서 검역 대상 질환의 중심이 세균성 감염병
에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중국 등 몇몇 국가는 여전히 콜레라를 
검역대상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나37), WHO나 미국, 일본 등 선진 검역 체계에서는 이미 콜레라를 
검역 대상 감염병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전파 속도가 호흡기성 질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
고, 대중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적으며, 또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콜레라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선진국에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염병별 검역조사 및 검역소독으로의 전환
주지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는 그동안 세균성 감염병을 중심으로 검역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SARS 및 AI 등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나 진균성 감염병 등의 검역조사 및 소독에 관
한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제는 검역 질환별 특징에 맞춰 관련 감염병 및 감염병매개체 위
주로 검역조사 및 소독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7) 호주의 경우도 바이러스질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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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검역 질환별 특징 : 대한감염학회:감염학, 군자출판사, 2007

감염병별 검역조사 방법으로는 우선 문진 및 신체 검진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검역조사가 마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역대상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혹은 검역대상자의 증상과 상태로 보아 의료적 
접근이 요구되나 검역현장에서 의료인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38), 가능한 빠른 조처를 위하여 이루
어질 수 있는 문진유형을 유형화하고 검역관들이 숙지해야 할 것이다. 검역과 관련된 조치나 의료적 
조치를 예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보의 파악은 유선 상으로나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
하여 조기의 대처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별 검역 소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vector)에 대한 고찰
이다. 따라서 어떠한 매개체가 검역대상 감염병이나 기타 중요한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지를 확인
하여 그에 따르는 매개체 관리(vector control)가 감염병별 검역의 핵심이 된다. 호주 보건노인부
(DoHA)는 이러한 매개체를 주로 쥐, 모기 및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AQ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Routine Vessel Inspection에 매개체별 조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가 
감염시키는 질병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쥐는 페스트, 라싸열, 크레미안-콩고열의 매개체가 되고, 모
기는 황열, 웨스트나일열, 리프트밸리열, 뎅기열의 매개체가 되며, 인간은 천연두, 폴리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SARS 등의 매개체가 된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매개체는 쥐, 곤충(모기), 인간이며, 
세균성 감염병은 식수 및 식품, 바퀴벌레 등의 벌레, 쥐가 그 매개체가 되고, 식수 및 식품은 기생충
성 감염병의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WHO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쥐 및 벌레를 관리하기 위한 살충 및 살서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균성 감염병과 기생충성 

38) 일본의 경우 의료인(의사)이 검역관으로 종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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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식수 및 식품에 관한 관리 및 살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운송수단별 검역 체계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검역법 체계는 과거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선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일

본의 근대적 검역법을 계수함에 따라 현대의 주요 교통 수단인 항공기 및 육상 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한 검역이 추가되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 조항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역기준의 혼동을 야기시켰다39). 호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각 운송수단별 검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본질적이
고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운송수단별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검역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표 18 운송수단별 특징과 감염병
특 징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타

선박
승객 수 감소
물류수송 위주

넓은 공간
긴 수송기간

페스트(쥐벼룩)
콜레라(균형수) 가능

바퀴벌레는 검역질환 
매개 가능성 낮음

대처시간에 일정 여유 
있다

항공기
승객수 증가

여객수송 위주
좁은 공간

짧은 수송기간
페스트(호흡기)
SARS, AI, Flu

호흡기성 바이러스 
질환 : SARS, AI

SI(H1N1)
기타 바이러스 질환 : 
황열(모기) 및 기타 
바이러스성 감염병

호흡기바이러스의 경우
대처시간이 짧다

증상이 비특이적이다

육  로 남북 교류 증가 검역질환 외
말라리아 감염

* 수송기간이 긴 선박의 경우 바이러스가 공기중으로 노출되더라도, 생존기간이 짧아 국가간 이동의 경우 공기중으로 
노출된 바이러스가 출국국가에서 입국국가에 이르도록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실내에 잔존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감염자의 호흡기를 통한 지속적인 전파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다. 

39)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의 원형인 일본의 검역법을 계수한 해공항검역법은 근대적인 검역 방식이 그 모형이
기 때문에,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
형에 변화가 거의 없는 채 유지되고 있음.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
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보고서, 서울: 질병관리본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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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 검역
사람에 대한 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항공기를 통해 5,224,481명이 입

국하였고, 선박의 경우에는 603,781명이 입국하였다40). 이것은 항공기를 통한 인구 이동이 선박으
로 통한 이동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나타내고 있어 항공기 검역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항공기의 검역조사는 선박의 경우처럼 위생 상태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의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위생 상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항공기는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사람 간 호흡을 통한 감염에 대처할 시간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에 대비한 검역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황열 매개체인 모기
의 존재 유무와 콜레라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매개될 수 있는 주방, 화장실, 식음료 관리 및 승무
원의 위생 상태에 대한 검역 조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WHO는 Guide to Hygiene and Sanitation in Aviation을 통해 항공기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 될 
수 있는 장소를 지적하고, 항공기 청소 시에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독은 항공기 소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문제된다. 항공기 소독은 민감한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항공기 관련 국제 기구 및 국가들의 
관심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의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나 WHO의 Report of the Informal Consultation on Aircraft Disinsection, WHO의 Guide 
to Hygiene and Sanitation in Aviation, WHO의 Water and Sanitation on Ships and Air crafts가 
그것이다. 또한 주지하였듯이 호주와 뉴질랜드도 뉴질랜드의 농림부(Minist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검역팀 (Quarantine Service, MQS)과 뉴질랜드와 호주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항공
기 구제 장치(aircraft arrangements)를 관리하는 AQIS가 공동으로 항공기 소독 지침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 검
역 소독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선박 검역
선박 검역은 항공기 및 차량에 비하여 점차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감

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질병 매개체의 운송 수단이며,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국제 해운업을 통

40)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뉴스레터, 서울: 질병관리본부; 2010년 6월호. 국제검역상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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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송되고 있으므로 선박 검역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선박 검역 조사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상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및 

검역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선박 보건 상태 신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채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호주의 선박 위생 프로그램과 국제보건규칙 상의 선박 위생 검사 가이드라
인41)을 참고해 보건데, 현재의 선박 보건 상태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채점 요령은 객관적인 기준
이 없이, 검역관의 주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인 양호(良好)/불량(不良) 등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양호(良好)/불량(不良)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가 없으며, 선박의 구체
적인 어떤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검역 소독은 기타 운송수단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소독 지침이 없
는 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상에 규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소독대행업체에 맡겨져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
되, 특히 선박의 경우는 미국, 호주 및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식수 
및 식수 탱크, 주방 등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42)에 따라 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육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현재는 남북 관계가 경직되어 상대적으로 육로 운송수단을 이용한 교류가 그다지 문제되고 있지 

않지만, 육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도 통일에 대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간의 교류가 활
발해지고 열차를 이용한 대규모의 승객 운송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하
여, 오염지역인 북한을 왕복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한 검역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철도의 
경우 국제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 간의 왕래에 한정적으로 검역이 수행되고 있으나 추후 
열차 및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조사 및 소독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자검역의 우선 원칙
우리나라는 2010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항공기 입항 수 30,131건, 선박 취항 수 15,714건43)으로 

41) WHO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 조사 지침 : WHO에서는 국제보건규칙(2005)를 개
정하면서 도입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증명서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선박 
등 위생조사 표준안을 발표, WHO의 Sanitation on Ship

42) 호주 선박 위생 증명, Guidance on inspection areas for Annex 3 국제보건규칙(2005) : Model Ship 
Sanitation control, Water and sanitation on ships and aircrafts 등

43)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뉴스레터, 서울: 질병관리본부; 2010년 6월호. 국제검역상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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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주를 이루었던 근대와는 달리 항공기가 인간 대상 검역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승선 검역에 
의존하여 검역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50년 전 과거와 비교하여 그 절대량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실제로 항공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자 검역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박의 경우 승선 
검역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승선 검역은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검역량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검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검역량이 많은 호주나 일본의 경우는 그러한 한계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승선검역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전자검역을 검역의 원칙으로 상정하여, 전자검역을 확대
하고 승선검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교육이나 홍보 위주로 검역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5. 자발적 건강 상태 보고 체계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공항 검역 업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

강상태질문서 징구는 그 효용성에 관한 과학적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율성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으며, 번거로운 서식 요구 절차로 인한 민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듯
이 호주의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기 보다는 검역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검역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검역대상자(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생략 및 전산화하
는 한편, 현재의 건강상태질문서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결핵 감염 여부를 세관신고 시 함께 신고하도
록 하고 있는 호주의 예와 같이 세관신고서와 통합하고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검역업무의 통합적 운영
주지하였다시피 현대의 검역은 검역이라는 제한된 질병과 영역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외부로부터 

질병 유입을 차단하던 과거의 검역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기존의 검역
질환을 포함한 감염병 전반으로 검역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입국 전 단계에서부터 입국
단계 그리고 입국 이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역당국과 보건당국 그리고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인 검역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호주의 예에서 보듯 검역구역 
내에서는 검역당국 및 출입국관리소,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간 검역과 
동․식물 검역체계의 통합을 통해 검역 관리의 일원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7. 검역 업무의 재정립
우리나라는 검역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 내에 검역구역을 지정하고 각 검역소가 검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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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
는 일,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운송수단에 실
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검역
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등 검역 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업무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당국과의 일
반 감염병 관리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는 검역의 단계를 입국 전단계(preborder), 입국단계(border), 입국후
(post border)의 3 단계로 나누어 입국단계에서의 공항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및 입국 후 검역질환
자의 의료관리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그 권한과 법적인 책임을 갖고 검역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검역 업무의 현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의 검역업무의 방향은 입출국과 관련된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확산 및 검역 질환의 국제적 수준의 질적 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검역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업무는 삭제하고, 검역구역 내의 
보건위생 관리와 같은 업무는 과감하게 보건당국에 전담하도록 업무 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검역당국은 전염성질환의 국제적 관리와 전염성질환의 급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더 집중하고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검역지역 외의 감염성질환의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협의체 구성 및 검역의 전문성 제고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 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사태에서 보듯이 광범위한 감염성 질환의 검역 관리는 단순히 검역구역 
내에서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검역형태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
었다. 따라서 호주와 같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검역의 경우 검역관 구성에 있어 일정비율의 
의료인(의사)를 편성함으로써 검역단계에서 증상과 이에 따른 진단 및 조치가 검역 후 단계에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및 의료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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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국내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사태는 예견된 공중보건의 위기였다. 이미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및 
여러 공중보건관련연구에서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창궐가능성이 예견된 바 있었으며, 특히 SI의 가능
성이 개연성 있게 제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미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에서 광범위
하게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내의 의료 환경이나 신종인플루엔
자의 임상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
행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곧 필요 이상의 국가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또한 검역 현장은 공중보건의료와 국내법, 국제법, 인권은 물론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 즉, 
상대방국가에 대한 혹은 국제적 체계에 상응하는 국가 간 공중보건 관리를 입법으로나 정책으로 그
리고 실무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신종플루를 비롯한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확인되었던 바처럼 
통상규제 이상의 규제대상국가로 지정되거나 기피될 수 있음이 분명해 졌다. 

이렇듯 검역의 특성상 사전예방조처가 미흡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는 사실을 주지하게 된 이상, 과학적 검역체계 및 사전예방조치체계의 구축을 위한 선진적이고 전문
적이며, 종합적인 통합검역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검역체계와 입법이 여타 국가에 비해 앞서 있다고 평가되며,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을 가급
적 줄이면서 규제와 인권적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내용들을 법적 투명성에 바탕하여 법률에 잘 
반영하고 있는 검역법 1908을 필두로 한 호주의 검역법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검역 체계 구축 및 입법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 내의 보건노인부, 농림수산부, 세관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부처 간에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통합 검역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인접 국가인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해 자국의 자연 환경 및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호주의 검역체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간․동․식물 간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역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세관 등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간 검역 업무 범위의 재정립 및 협의체 구성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인접 국가이며 검역 선진국인 일본과의 정보 교환 및 협
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 체계 구축을 위해 근대적인 세균성 감염병 위주의 검역에
서 탈피하여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검역대상 감염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박 위주의 검역법 체
계를 운송수단별 검역 체계로의 개편하는 한편, 검역법 상 전자검역 우선 적용 원칙을 도입하고, 인
력 소모가 큰 질문서 징구 및 승선 검역 체계에서 탈피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발적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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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적인 보완 및 조직구성과 함께 검역
실무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투고일자 2010. 4. 30  심사일자 2011. 5. 27  수정일자 2011. 6. 14  게재확정일자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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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nalysis of Quarantine Legislations and Systems 
in Australia 

for Building an Integrative Quarantine System 

In Kyoung Park, So Yoon Kim, Se Gyung Lee

We studied how to build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quarantine systems that are able to 

prevent pandemic influenz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vanced quarantine systems and quarantine 

situation in Australia.

The quarantine in Australia is based on the Quarantine Act 1908, the Quarantine Regulation 

2000, and the Quarantine Proclamation 1998 and has various quarantine inspection and disinfection 

guidelines for each vehicle. As well, the Australian quarantine systems operate both independently 

and complementarily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and territory health authorities, 

as well as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classify three 

steps: pre-border, border, and post-border, and the state and territory health authorities have the 

power to govern in border and post-border areas.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is superior to 

state and territory health authorities in situations such as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so on. In 

the Australian quarantine systems, human quarantine and the quarantine of animals and plants are 

carried out together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the Immigration Office, and the 

Customs Office, which work together during the entry process. Australian quarantine systems are 

basically voluntary quarantine reporting and sanitary systems, refraining from old-fash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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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antine systems which depend on human resources. This is because they realized that it was 

impossible to manage every increasing quarantine coverages. They also built a network 

(Communicable Diseases Network Australia New Zealand(CDNANZ)) and work together with New 

Zealand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internationally.

We suggest how to make an integrated quarantine system that is more scientific and preventive 

through the review of the quarantine systems in Australia : ① Paradigm shift of the quarantined 

infectious diseases from bacterial infection to virus infection, ② Preparation of quarantine 

inspections and disinfections for each infectious disease, ③ Preparation of quarantine inspections 

and disinfections in each vehicle, ④ Acceptance of Electronic Pratique - based quarantine system, 

⑤ Shift of voluntary health reporting system, ⑥ Rebuilding of the quarantine affair coverage, ⑦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group and improvement of quarantine expertise

Key Word : quarantine in Australia, Quarantine Act, quarantine system, IHR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