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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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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정보

▶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요약) ◀
식검예규 제117호(2005. 5. 23.)

식물검역정보지는 우리 모두의 꾸밈입니다.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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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출식물검역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주요 행정지시사항을 예규에 반영시킴으로써 수출검사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대행인 또는 검사입회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폐지하고 생년월일과 상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제2
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 재배지검사를 받지 아니한 국내생산 종자의 경우 문헌 등 기록상으로 보아 국내에 분포
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동 사실을 근거로 당해 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부기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8항단서)
○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전에 합격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고 검사신청된 수출자와 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3항, 신설)

《 제5조 제13항 》

※ 국립식물검역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
pqs.go.kr)에도
「식물검역정보」
를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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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물품 또는 이와 유
사한 품목에 대하여 검사신청을 한 때에는 이전에 합격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고 검사신청
된 수출자와 품목이 동일한 경우 현물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1. 전분
2. 지대 등으로 포장된 밀가루
3. 지대 등으로 포장된 포도당
4. 식물성 오일류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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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로렐라 용액
6. 어분
7.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합판, 베니아, 종이상자
8. 비수(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남은 잔사)
9. 상품화 포장된 홍삼제품
10. 상품화 소포장(밀봉 포장은 아님)된 삶은 채소류
11. 절단 후 가당하여 상품화 소포장된 유자(차)
12. 분쇄 후 비닐 밀봉 포장된 냉동무즙
13. 분쇄 후 지대 등으로 포장된 된장가루
14. 스프용 야채분말 제품
15. 지대 등으로 포장된 혼합 양념가루
16. 얼음물 또는 소금물에 담근후 양철 캔 또는 스티로폼 박스로 포장한 깐밤(내피밤 제외)
17. 고열건조 후 골판지 상자 등에 포장된 건조 담배잎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청인이 각각의 목재포장재별로 합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을 정함( 제5조제14항 신설)

Ⅰ. 법령

▶ 한국산 포도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 ◀
식검고시 제2005-5호(2005.6.14)

1. 개정사유
○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산 포도에 대하여 미국측이 2004.11.10
일
자로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사 등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공고
○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포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 대미 수출용포도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
○ 재배지 검사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조치 방법
○ 수출 전 과실검사 신청, 선과, 검사 및 포장 방법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

《 제5조 제14항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청인이 각각의 목재포장재별로 합격증명서 발급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총수량에 대하여 1건으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되 신청인이
신청서 여백에“각각의 목재포장재별로 합격증명서 발급을 요청함”문구와 담당자 연
락처를 기재토록 한다.
2. 상대국 제출용 합격증명서는 각각의 목재포장재별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3. 보관용 합격증명서는 검사신청 수량 전체에 대한 합격증명서 1부만 발행하여 보관하
되, 합격증명서 여백에“동 증명서는 합격증명서번호 00(첫번째 번호)부터 00(마지
막 번호)까지 분할하여 총 00부를 발급하였음”
이라고 기재하고 수령자 및 식물방역
관이 각각 증명서에 서명한다.
4.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교부된 합격증명서에 대하여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재교
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에 분할하여 발행한 증명서를 인쇄하여 철한 다음에 새로
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한다.
○ 인공번식된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대상식물의 증
명과 관련하여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 CITES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사항을 정
함(안 제5조의2 신설)
○ 재배지검사 포장의 표찰 설치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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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박과작물(참외,오이,호박,수박) 생과실의대미국 수출 검역요령 ◀
식검고시 제2005-6호(2005. 6. 14.)

1. 개정사유
○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산 박과작물에 대하여 미국 측은
2004.11.1일
0 자로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사 등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공고
○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국산 박과작물
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
○ 재배지 검사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조치 방법
○ 수출 전 과실검사 신청, 선과, 검사 및 포장 방법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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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병해충 개정(추가) 고시 ◀

구 분

식검고시 제2005-7,‘05.6.30

바이러스

○ 금번에 추가지정된 27종을 포함한 관리병해충 1,933종은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병해충 27종은 ’
04.7.1~12.3일까지의
1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
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제병해충연구소(CABI) 등에서 발표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
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병해
충들로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수렵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WTO에 통보하여 회원국
들로부터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곤충

계

병원체

해

충

잡

계

1,995

458

1,524

13

금지병해충

62

12

50

-

관리병해충

1,933

446

1,474

13

파이토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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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Cercospora richardiaecola

Phakopsoraceae

Phakopsora meibormiae

Anamorphic fungi

Pseudocercospora punicae

Tilletiaceae

Tilletia walkeri

Phytoplasma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a

Strawberry pallidosis virus

Pseudococcidae

Phenacoccus solani Ferris

Phoridae

Megaselia scalaris (Loew)

Tephritidae

Trupanea pseudovicina (Hering)
Rhagoletis cingulata(Loew)

Cerambycidae

Callidiellum villosulum (Fairmaire)

Tenebrionidae

Cynaeus angustus (LeConte)

Scolytidae

Orthotomicus erosus Wollaston

Curculionidae

Otiorhynchus armadillo (Rossi)
Otiorhynchus salicicola Heyden

Scarabaeidae

Popillia japonica (Newman)

Dryophthoridae

Sitophilus linearis (Herbst)

Tingidae

Corythucha juglandis (Fitch)
˝

병 해 충 명(학 명)

Anamorphic fungi

Bean golden mosaic virus

Tospovirus group

˝

‘05상반기 검역병해충 추가지정 목록

Abutilon mosaic virus

Fragaria chiloensis virus

˝

초

병 해 충 명(학 명)

Ilarvirus group

˝

□ 이로써, 국내 유입될 경우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식
물 검역시 특별히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은 1,995종으로 증가하였다.

진균

Bigeminivirus group
˝

1. 개정사유

구 분

과 명

Eteoneus angulatus Drake & Maa

Lygaeidae

Elasmolomus sordidus (Fabricius)

Acrididae

Schistocerca gregaria Forskal

응애

Acaridae

Sancassania coprophila Mahunka

선충

Heteroderidae

Meloidogyne floridensis

Limacidae

Lehmannia poirieri (Mabille)

달팽이

식물검역정보

7

N PQS news

Ⅰ. 법령

▶ 페루의 목재포장재 검역규정 주요내용 ◀

▶ 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규정 주요내용 ◀
1. 시행일 : 2005. 9. 16.(도착일 기준)

1. 시행일: 2005. 9.1.

2. 검역대상 : 목재포장재

2. 검역대상: 페루를 경유하거나 페루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 상품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산물<종이제품 제외, 짐깔
개(dunnage) 포함>

3. 제외물품
○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이 가공 처리된 목재포장재
○ loose wood packing materials(제재 또는 대패질 과정에서 생산되는 톱밥, 대팻밥 등
의 목재포장재)
○ 두께 6mm 이하의 나무조각(wood pieces)

3. 제외품목
○ 두께 6mm 미만의 목재포장재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과 같이 접착제·열·압력 등의 가공
공정을 통해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
○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 톱밥, 목모,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 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 등 그 성질상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없는 것

4. 소독방법 : 국제기준 ISPM No.15 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중 1가지
5. 증명방법 :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 표지

4. 요건 : 국제기준 ISPM No.15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중 1가지
5. 소독처리 안된 목재포장재의 처분 : 재수출(reexport)

※ 국제기준 ISPM No.15의소독처리방법과소독처리마크의 모양
□ 목재포장재와 관련하여 승인된 조치

▶ 아르헨티나의 목재포장재 검역규정 주요내용 ◀
1. 시행일 : 2005. 6. 1.
2. 검역대상 : 아르헨티나로 수입 또는 경유되는 모든화물의 목재포장재
3. 소독방법 : 국제기준 ISPM No.15 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중 1가지
4. 증명방법 :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 표지

1. 열처리(HT)
○ 목재포장재는 특정 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 KD, CPI, 또는 기타처리 방법도 HT 요건을 충족할 경우 HT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CPI의 경우 증기, 뜨거운 물 또는 건열을 사용하여 HT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다. 열처리 사실은 HT 표식을 부착하여 나타낸다.

2. 목재포장재에 대한 MB 훈증
○ 목재포장재는 MB로 훈증처리되어야 한다. MB훈증 사실은 MB 표식을 실시하여 나타낸
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MB 훈증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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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약량
(Dosage rate)

21℃ 이상

0.5hr.

2hrs.

4hrs.

16hrs.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최소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 승인된 조치의 표식

②
①

Ⅱ. 행 사

최소농도(g/㎥)

XX- ③ OOO
④ YY

▶ 2005년 고양꽃 전시회 -식물검역 홍보관 운영 ◀
‘05년 4.16~5.까
1 지 16일간 고양시 호수공원내 꽃 전시장에서 식물검역 홍보관을 운영함으로
써 꽃 전시장을 관람하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시켰다.
○ 관람인원 : 165,500명, 참가업체 :85개업체(국내 72, 해외 8국 13)
주요 전시내용으로는 주요 수입금지 생과실 표본 22점, 국내·외 중요 병해충 표본 1,800
여점, 금지급 병해충 및 외래병해충 피해사진 60여점과 PDP를 통한 식물검역홍보 비디오
방영 등 다양한 식물검역안내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
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용 자료 및 체험학습장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symbol(로고)
- XX: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000: 적절한 목재 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
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YY: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예; HT, MB)

<식물검역 홍보관>

<인터넷을 이용한 퀴즈풀이>

▶ 식물검역연구회 Workshop 개최 ◀
- 식물검역연구회 운영위원 및 지소 연락간사 16명
‘05.4.15.~4.1일까지
6
2일간 한국문화의집(경기도 양평소재)에서 식물검역연구회 Workshop
이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회 사업과제 선정(지소별 연구과제 선정, 소위원회별 연
구과제 선정)과 연구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 토론을 가졌으며, 이기식회장이 검
역기획과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위험평가과 오병석과장이 후임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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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소와 민간단체와의‘청렴약정’체결 ◀

▶ 특별사법경찰관리 연찬회 ◀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는‘05.4.27. 국립식물검역소 회의실에서 식물검역 행정 전반
에 대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하여 민간 유관단체인 한국관세사회(회장 박광수) 및 한국수출입식
물방제협회(회장 김경덕)와‘청렴약정’
을 체결하였다. 이번 민간 유관단체와의 청렴약정체결
은 기존의 식물검역소 자체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더불어 수출입식물 검사신청 업무를 담당하
는 관세사회 및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식물 방제협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식물검역과 관련된 부패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이다.

- 본소· 지·출장소 특별사법경찰관리 53명,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05.5.17.~5.18. 2일간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천안 상록리조트 호텔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 주요 행사내
용으로는 외부인사특강(경찰종합학교 수사학과장 경정 황순일) 그리고 6개 지·출장소에서 수
사사례 발표 및 특사경 수사활동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하였으며, 일선현장에서 직접 수사업무
를 수행하는 특사경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소 출장소간의 업무 공감대를 넓혀 수사 업무
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관세사회 박광수회장과 청렴약정서 교환>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김경덕회장과 청렴약정서 교환>
<식물검역특별사법경찰관>

<경찰종합학교 수사학과장 특강 >

<수사사례발표>

<검역기획과장님의 총평 >

▶ 식물검역현장체험 ◀
-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부생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
부에서『생명산업현장실습』교과목을 맡고있는
강사로부터 국립식물검역소를 방문하여 우리나
라 식물검역의 체계와 현장시설을 견학하기 위
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따라 고려대학교 학부생
들은
‘05.4.28. 국립식물 검역소 중부지소를 방
문 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홍보용비디오 관람과
병해충 실험실과 인천항에서 목재류·과실류에
대한 현장검역상황을 둘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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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을 위한 실무연찬회 ◀

▶ 제2회 농림부장관기 축구대회- 우승!! ◀

본소와 지·출장소 소속 실무 직원들이 토론
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코자‘05.5.9.~5.10.(2
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본 연찬회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개선 방안,
합리적인 전보인사 개선방안, 주요 보직 지정
및 공모방안, 소속 직원의 성과 관리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논의
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소 인
사관리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본소와 일선 지소간의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회 농림부장관기 농림기관 축구대회에 참가한 우리 식물검역소는 예선에서 농수산물유통
공사와 농림부를 제압하여 1위로 통과 한후, 본선 8강에서 농촌진흥청(1:0 승), 준결승에서 지
난해 우승팀인 농업기반공사 (2:1, 승)를 탈락시키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는 농
산물품질관리원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끝에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하면
서 장관기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의 우승은 매주 땀을 흘리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선수의 노력과 소장님이하 전직원의 일치단결된 응원의 결과라고 하
겠다.

▶ 제 7회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
- 최우수상 제주지소, 우수상 호남지소, 장려상 인천공항지소
‘05.5.20 우리소 본소 별관 2층에서 지(관리)소장 포함 총 21명이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
였다.
금년 경진대회의 특징은 그동안 실시하였던 개인별 시상에서 기관별 시상으로 조정하여 기관
간에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켰으며 기관장이하 대회 참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관은 역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시상내역으로는 최우수상 제주지소(지소장 송영섭, 전영수, 강은희), 우
수상 호남지소(지소장 허승무, 박춘규, 김향희), 장려상 인천공항지소(지소장 하동호, 문광옥,
박양순)가 수상했다. 식검 경진대회 결과 성적우수자들은 하반기 식물 검역소를 대표하여 농
림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하였다.
《 농림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리소 참가자 》
4급이상
5급
6급
7급이하

14

영남지소장 기술서기관 신현관
제주지소 식물검역사무관 송영섭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 전영수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박춘규
인천공항지소 실무관 박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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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의 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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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육행사 이모저모
◉본소

<윷놀이>

<이어달리기>

<검역팀의 응원>
<식물팀>
<소장님의 개회사>

<검역팀>
<간식시간>

<단체사진>

◉ 중부지소
<여자발야구대표선수>

◉ 제주지소

<식물:검역=10:0>

2루심판
(결국 심판사퇴! 심심하다고..)

<족구>

<너무오랜만에 공이 오다보니.. 폼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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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島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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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혁 신

혁신우수사례

Ⅲ. 혁 신

본 사례는 민원인이 수출입식물의 검사신청 및 진행상황 을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있도록『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민원실근무자의인력을절감할수있도록
한혁신성공사례이다.

▶ '05년 식물검역혁신 목표 및 추진전략 ◀

식물검역업무 인터넷으로 해결 !!

가. 목 표
○ 조직역량·고객서비스·인적자원·검역제도/시스템 혁신을 통해 식물검역혁신 정착

나. 추진전략
조직역량 혁신
○ 지속적 학습형·성과가 중요시되는 경쟁형 조직문화 확산
- 식물검역연구회 활성화,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모델 개발, 업무량에 따른 인력의 탄력적
배치 등

고객서비스 혁신
○ 식물검역 고객만족도 75% 이상 유지
- 고객갈등 관리 및 친절 체질화, 청렴도 제고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의 고품질 차별화
- One-Stop 민원처리, 식물검역정보 제공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한
「e - 식물검역소 」
구현

인적자원 혁신
○ 병해충분류동정 능력배양 등 최고전문가 육성
- 단계별 전문교육 실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정보 및 인력교류 활성화 등

검역제도/시스템 혁신
○ 환경변화에 걸맞는 제도/시스템 도입
-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검역정보·기술·행정간 조화를 도모
- 국제기준과의 조화, FTA 등 자유무역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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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을 활용한 민원업무 처리 )
1. 혁신의 시작⋯《고객의 소리로부터...》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하다.
부산항으로 농산물을 자주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검사신청을식물검역소에 직
접가지않고사무실에서 바로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검역소에가서신청
서를 접수하는데는 5분이면 되지만,검역소까지 가는데 2~3시간이 걸리고, 좁
은주차장에차를주차하기도너무어렵고요, 너무불편한거같아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 수입자의애로상담전화중에서... -

《 5분이면 끝나는 검사신청을 2~3시간 걸려 검역소 방문 》
2002년 전자정부가 출범한지도 한참 지났지만 식물검역 업무는 여건상 여전히 서류 제출로 이
루어지고 있다. 5분이면 확인이 가능한 단순업무를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검역소까지 방문
하는 민원인이 대다수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을까?
검사신청은 우리 사무실
에서 하면 안되나?
차 세울곳도 없고...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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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 민원실... 여기에도 불편함이....
민원인이 사무실을방문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루에민원실에서 접
수하는 건이 수백건입니다. 접수가 밀리다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는 때
도종종있고요...
접수자는 워낙 많은 접수 건수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느낄 시간 조차 없습니
다. 제출건에 대해 서류확인절차를거쳐 모두 당일 전산입력을 해야 다음날 검
사를 할수있으니, 하루종일 PC를 보면서 전산입력만 합니다. 전산입력을 민원
인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입력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류 챙기는것도 힘든
데.. 전산입력까지.. 휴!!!
- 식물검역소혁신회의중에서... -

문제가 있긴 있었다...
수출입식물의 검사신청 접수시 분명 민원 담당자로서 규정에 따라 신속히 확인하여 접수업무
를 처리 하고 있으나 많은 신청건으로 인해 한정된 인력으로는 바로 현장에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 일단, 기재사항 누락 여부와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고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 돌려보낸 후 하루종일 신청건을 PC에 입력하여 접수를 하고 있다.
민원인은 원거리에서 검사신청을 위해 2-3시간 걸려 검역소를 방문하고 식물검역소 민원 담
당자는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앉아 신청건에 대해 전산 입력하고 이것이 바로 불편·비효율적
인 것이 아닌가?

2. 혁신의 과정⋯
《비효율과 불편함을“혁신”
으로..》
고객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식물검역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들은 수기가 아닌 PC로 작성해서 제
출하는게 아닌가⋯ 신청서를 PC로 출력하여 접수하기 위해 식물검역소사무실을 방문하고 있
다. 그리고 검역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검역소 PC에 입력하고 있다
아! 이거다!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를 바로 인터넷으로 받아본다면 고객은 식검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검역소 민원담당자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고객의 시간·경비 그리고 우리 식
물검역소의 인력이 절약된다
이게 혁신이다 바꾸자!! 같이 Win-Win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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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우리 식검의 얼굴이다... 미소를 되찾자!
오후 시간의 민원실⋯
꽉메운 고객들, 주차 할 곳을 찾지못해 여기저기 방황하다 들어오는 고객들은 이구동성이다
“주차난 어떻게 안될까요?”5분 접수하러 여기 사무실 주위에 주차장 찾으려고 몇바퀴를 돌고
있는 지금 실정, 민원실 환경 그리고 주차 환경 이것뿐이겠는가?
하루종일 밀려오는 신청서를 접수하느라 고객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쳐다보기도 힘들다. 하
루종일 검사신청서를 PC에 입력하느라 고객보다 PC 모니터가 더 익숙하다. 누가 PC 모니터
를 보면서 웃고 있을것인가?
고객이 있기에 식검이 있는데... 민원실은 우리 검역소의 얼굴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방법만이 민원인과 민원실 근무자의 미소
를 되찾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민원실에 미소를 되찾아 주자!! 찾아보자 !!
검역소 방문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민원실에
웃음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하면 안되나?
현재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다고 하지만 검사신청은 아직이다. 민원인이 검역소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검역소는 신청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는
데.. 어? 그럼 민원실 근무자도 전산입력을 안해도 되네???
그게 가능할까?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용 만만치 않을텐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검역관들은 시큰둥
처음 인터넷으로 검사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선 오래 근무한 선배부터 반대다.「수출국식
물검사합격증명서」
는 원본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신청서 1장만 받아서 서류 확인은 어떻게 하
려고 그러느냐는 등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불편한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그 일에 익숙해져 불편을 못 느낄 뿐이다.
고객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꾸자!! 그게 바로 혁신이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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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의 방법⋯
《무엇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인터넷으로검사신청을받기위해선 우선‘상대국의 수출국식물검사합격증명
서’의원본을받는문제부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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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의결과⋯《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탄생》
《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절차도
【 종전 】

현장검역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다

【시행후】
검사신청·접수확인(인터넷)

검사신청서 작성

상대국 검역증명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우선 FAX로 확인하고 원본은 검사 현장 또는 빠른 우
편으로 받기로 했다. 기타 무역서류 등은 세관의 통관진행정보 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원실
검역소 방문 제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개발에 즉각 착수하다
검사신청서 서류 확인

“민원인은 검역소의 고객, 민원실 담당자는 전산부서의 고객”
당시 전산프로그램 개발팀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고
일선 실무 부서와 전산담당 부서간에 대화와 토론에 의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문제도 반영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적인 업무로 전환시켰다.

식물검역소
민원실

검사신청서 입력

1년동안 시범 운영하다!!
구비서류는 가급적 간소화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 검사신청이 가
능하도록 체제를 바꾸고 1개 지소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하였다.
시범 시행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검사신청서 접수완료

검사신청서 접수완료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이 정착하기 까지..
《 인터넷 검사신청 쉬운 것 만은 아니었다》

식물방역 법규를 바꾸다
아무리 고객감동의 민원처리 시대라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업무처리를 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인터넷 접수로도 검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식물검역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97.1

100
75.9

【개정된 식검고시 제2004-11호, 수입식물의검역요령】
제 6조(검사신청)
① 수입식물류의 검사신청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인 검사신청서를 직접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문
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검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
한 검사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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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3
0

‘03년 12월

‘04년

<인터넷 검사신청률>

‘05년4월

민원인들이 인터넷 신청을 처음 시도 하였
을 때는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는 오히려 컴퓨터에 접근하기를 꺼리고 불
편해 하였다. 그냥 옛날처럼 검역소를 방문
해서 검사신청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우선, 식물검역의 필요성과 인터넷 검사신
청의 편리한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식물검역 전자민원신청 안
내서」
를 민원인용·직원용으로 별도 제작하
여 배부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역소를
찾는 고객수는 차츰 줄어들고 인터넷 검사
신청비율은 높아지기 시작했다.『원스톱민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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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리시스템』
을 처음 시작했을 때 14.3%('04.1에
.) 머물던 인터넷 검사신청 비율이 '04년도
12월에는 75.9%로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 '05.4월 현재 97%에 이르고
있다.
○ 지·출장소 전산담당자 인터넷 검사신청 교육('03.3.19.)
○
“식물검역 전자민원신청 안내서”
개정판 발간('03.6.19.)
○ 식물검역소 중부지소 시범운영('03.9.~'03.12.)
○ 지·출장소별 수출입업체 교육 및 홍보책자 배부('03.7~'03.11.)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전 지·출장소 확대 실시 ('04.1.1.)

《
‘04년 1월『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전면 도입 》
『원스톱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및 개선 후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절
감으로 신청 건수별 60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연간 약 20억원의 경비를 절감시키
는 효과를 창출함과 아울러 민원인 편익증진은 물론 검사진행 상황을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조
회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검역신청소요시간: 건당 70분⇒ 10분이내로단축
‘0
( 4년도수출입화물신청인터넷건수: 187천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에대해검사진행상황실시간제공
○민원실근무자신청서접수, 전화상담시간의감소
접수등록소요시간5분/건당⇒1분/건당

연간 20억원 절약
《고품질 검역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대폭 향상》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꾸준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고객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원스톱민원
처리시스템』
의 획기적인 개발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3년도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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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
민원인이 수출입 검사신청 및 검사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함 으로써 검사신청을 위
한 민원인의 식물검역소 방문이 사라짐에 따라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검사신청서를 가
져오면 서류 검토하고 검사신청 내용을 몇 사람의 숙련된 사람이 입력해도 일과 시간내에 입력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에 다른 업무를 처리 할수 있어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식물검역소를 찾는 고객도 시간과, 경비절약, 인력절감, 교통난 해소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고객과 더불어 Win-Win이 가능해졌다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시행후
사무실방문및접수·진행상황확인전화건수1일 1.5건
불필요한사무실방문사례0건
민원불만감소및민원만족도상승으로신뢰도증가

5. 혁신⋯《 끝없는 변화의 시작 》
앞으로는『전자민원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수입한 식물류에
대한 검사상황을 검사 중에도 알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 문자서비스제 (SMS, Short Message
Service)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관들에게는 PDA를 보급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현장에서 검사결과를 입력
토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입 국가간에『수출검사합격
증명서』
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게 하여『수출검사합격증명서』
의 분실이나 위조를 방지하
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 수입국이 우리측의 검역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조회
해 봄으로써 검역결과에 대하여 국가간의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될것이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세계화 추세에 있으며 식물검역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더욱 복
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제도, 조직역량, 인적자원 활용, 양질의 서비스 제
공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4년도(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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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병해충 정보
▶ 최근 수입급증 품목인 산스베리아에서 검출가능성이 높은 병원체 ◀

Phytophthora sp.와 Pythium sp.는 뿌리와 줄기썩음 또는 잎마름증상을 나타낸다. 이 두
균은 난균에 속하는 균으로서 균사에 격벽을 형성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국내분포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표> 산스베리아에 발생하는 병원체의 종류
구분
진균

국제검역협력과 농학박사 현익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산스베리아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728건 2백7십억개
가 수입되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스베리아는 아프리카,
아라비아와 인도 원산으로 광량이 부족하고 건조한 조건, 즉 관수를 자주하지 않아도 잘 자라
는 식물이어서 실내 관상수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이온 발생과 새집증후군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산스베리아는 다른 식물에 비해 비교적 병 발생이 적은 식물의 하나이다. 그러나 열대지역으
로부터 운반이 되면서 상처부위 등에 병원균이 감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산스베리아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병원체는 <표>와 같이 진균 10종, 세균1종이다. 이들 병
원체에 의해 나타나는 병징은 크게 잎과 줄기의 반점증상과 썩음증상, 뿌리썩음증상으로 대별
할 수 있다.
Aspergillus niger는 지하경(rhizome)과 줄기선단에서 감염하여 초기에는 수침상, 후기에
는 움푹 들어가면서 썩음증상을 유발하고, 주로 줄기선단과 잎의 기부부위에 암갈색 내지 흑색
의 포자를 종종 형성한다.
Glomerella cingulata[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와 Colletotrichum sp.는 일반
적으로 식물에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서 산스베리아의 경우 G. cinculata는 잎마름과
뿌리썩음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 균은 국내분포균으로서 비검역병원체이
지만 Colletotrichum sp.는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Colletotrichum속이 검출되었을 때 정밀한 검경이 필요하다.
Fusarium moniliforme와 Kutilakesopsis sp. 및 Phyllosticta sp.는 잎의 반점증상을
유발하는데, F. moniliforme는 반점에 붉거나 황갈색을 띠게 되며, 종종 밝은 노란색의 달무
리(halo)를 형성하기도 한다. Kutilakesopsi속은
s 불완전균의 총생균강에 속하는 균으로서
아직 국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속이다. Phyllosticta sp.에 감염이 되면 반점 부위에
흑색의 병자각을 형성하게되며, 산스베리아에 병원성이 있는 Phyllosticta sp.는 국내에 분포
하지 않는 균일 가능성이 크다.
Rhizoctonia solani와 Sclerotium rolfsii는 뿌리 등 지제부를 중심으로 줄기썩음 또는 마
름증상을 나타낸다. 이 두균 모두 불완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그룹에 속하며 우리나라
에 분포하는 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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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병원체
Aspergillus niger
Colletotrichum sp.
Fusarium moniliforme
Glomerella cingulata
[Colletotrichum gloeosporides]
Kutilakesopsis sp.
Phyllosticta sp.
Pythium sp.
Phytophthora sp.
Rhizoctonia solani
Sclerotium rolfsii
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주요 병징
줄기썩음
탄저
붉은잎반점
탄저, 잎마름,
뿌리썩음
절단부위썩음
잎반점
뿌리썩음, 마름
뿌리, 줄기썩음
뿌리, 줄기썩음
마름
무름

국내분포 여부

문헌근거

분포
불분명
분포
분포

Chase(1987)
Farr 등(1989)
Chase(1987)
Farr 등(1989)

미분포
불분명
불분명
불분명
분포
분포
분포

Farr 등(1989)
Farr 등(1989)
Farr 등(1989)
Farr 등(1989)
Farr 등(1989)
Chase(1987)
Brown 등(1944)

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는 식물에 무름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서, 그 기주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주로 뿌리와 줄기부위에서 물컹물컹하게 무르는 증
상이 나타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 국내에도 분포하는 세균이다.
<표>에서 제시한 병원체는 현재까지 문헌기록에 의해 발생이 알려져 있는 병원체로서, 수입
되는 산스베리아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2004년 상반기에 산스베리아의 수입검사과정에서 검출된 병원체는 Alternaria
alternata, Aspergillus niger, Colletotrichum dematium, C. gloeosprioides,
Curvularia eragrostitis, Fusarium moniliforme, F. oxysporum, F. semitecyum, F.
solani, Myrothecium roridum, Stemphylium botryosum이었다. 이 중 C. eragrostidis
는 관리급병원체로서 주로 화본과 작물 종자에서 많이 검출이 되었던 병원체로서 산스베리아
에서도 검출이 된 것이 특이하였다. 나머지 검출균은 다행히도 국내 분포균으로서 검역적 중요
성이 낮은 병원체이었다.
앞으로 이들 병원체를 포함하여 그간 국내에서 분포하고 있지 않았던 병원체가 검출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한국식물병리학회. 2004. 한국식물병명목록. 779pp.
Chase, A. R. 1987. Compendium of Ornamental Foliage Plant Diseases, APS Press. 92pp.
Farr, D. F., Bills, G. F., Chamuris, G. P., and Rsssman, A. Y. Fungi on Pl
ants and Plant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APS Press. 1252pp.
Brown, J. G. and Boyle, A. M. 1944. Bac
terial soft rot of Sansevieria. Phytopathology 34: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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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에린지움 절화에서 발견된 총채벌레류 (Frankliniella williamsi) ◀
인천공항지소 조사과 박인탁

본 종은‘05. 5. 15. 중국산 에린지움 절화 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서 세계 각국의 초
본류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종으로 사료됩니다. 본소에서 평가결과 잠정규제해충으로 지
정되었고 그 형태적 특징 및 분포·피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검출된 물품 내력

4. Frankliniella williamsi 의 분포 및 피해
○ 분포 : 북미, 중미, 남미, 호주, 뉴기니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하와이등
○ 생태 : 초본류,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가해

5. Frankliniella williamsi 의 일반적인 특징
○ 체색은 연노랑이고 촉각은 암갈색이다. 앞가슴등판에 긴 자모가 5쌍이다.
○ 앞날개 표면의 시맥에 있는 자모 열(列)은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 복부 제8절등판 후연에 있는 후연즐치(posteromarginal comb)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
고 길이가 길고 배열선 중앙이 끊겨 지지 않고 연속적이다.
○ 머리의 단안 제2자모가 길고, 단안삼각형 안쪽에 위치한다.

○ 수입일자 :‘05. 5. 15.
○ 수입국 및 품목 : 중 국, 에린지움 절화
○ 수입량 : 10 개

2. 해충명
○ 학명 : Frankliniella williamsi Hood
○ 분류학적 위치 : Thysanoptera (총채벌레목), Thripidae (총채벌레과)

3. 총채벌레의 일반적인 특징
○ 체색은 일반적으로 황색, 갈색, 암갈색이고 드문 경우 적색을 띠기도 한다.
○ 주로 잎을 가해하며, 꽃의 경우 선호하는 색이 달라 색에 따라 발견빈도가 다르다. 그밖에
재식용 구근에서는 백합인경이나 글라디올라스구근의 틈새 등에서 월동하는 종류가 있으므
로 갈변부위 혹은 건부(乾腐)증상 등 피해부위를 잘 관찰한다.
○ 대체적으로 비좁은 틈새 속을 선호하므로 꽃이나 잎들을 백지위에 털어 관찰한다.

<그림 1.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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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안 및 눈뒷자모>

<그림 3. 복부8절 후연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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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의 저승사자 솔수염하늘소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학박사 이흥식
한국의 소나무에게 해충으로부터 시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치명적인 해충인 소나무재선충은 거의 재앙이다.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계
속해서 소나무의 중요 해충으로 토종 소나무의 생존을 위협해 왔지만, 소나무재선충처럼 감염
과 함께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그래서‘소나무에이즈
“라고 불리며 국가차원의 방제사업을 벌
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이 언론과 학계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솔수염하늘소의
이름도 이제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솔수염하늘소는 원래 남방계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
근까지도 그 분포가 제주도와 남해안의 일부 섬에 국한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채집된
표본의 수도 별로 없는 종이었다. 그런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재선충을 감염된 나무에서 건전
한 나무로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
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에 걸리면 바로 죽게 되며, 이 죽음의 병을 옮기는 솔
수염하늘소는 그야말로 소나무에게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솔수염하늘소는 딱정벌레목
(Coleoptera), 하늘소과 (Cerambycidae) 중 Monochamus 속에 속하는 종으로 소나무재선
충을 매개할 수 있는 Monochamus 속의 여러 종 중에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널리 분
포하며, 우리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이 만연하여 특별한 나무 (?) 예를 들면, 신사의 고목이나
기념수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소나무재선충에 저항성인 종류로 바뀌어 있다. 소나무재선
충이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여기의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도
죽지 않도록 진화하여 왔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에 노출된 적이 없던 우리나라의 적송이나 해
송 등 자생종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기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속수무책
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번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유
소나무는 일본처럼 모두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반면, 솔수염하늘소는 원래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소나무재선충과 상관없이 소나무 가지에 산란하여 번식하여 왔다.
그러나 건강한 소나무는 송진과 같은 강한 방어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허약해진 소나무에서만
마음대로 번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소나무재선충과 솔수염하늘소의 관계는 솔
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하면 소나무를 급속히 고사시키게 되며, 소
수염하늘소는 소나무의 방어기작이 허물어진 목재내부에서 훨씬 쉽게 번식할 수 있다. 이 둘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난 사이이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공생관계를 만들었으며,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는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도와주고 자신도 번식에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Monochamus 속의 하늘소 들이 소나무에서 성충이 되어 탈출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모여서
하늘소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며, 다른 하늘소나 소나무 목재 가해 해충에서는 아직 알
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짧은 만남에 이 둘이 공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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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은 북아메리카에 사는 Monocahmus 속의 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활
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 곳에서는 소나무도 재선충에 대하여 방어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완만하게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된 까닭이다.

매개충명 : 솔수염하늘소
기주식물 : 소나무류, 잣나무, 젓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삼나무
1년 1회 발생(추운지방에서는 2년 1회 발생)
비산거리 : 자력 loom 내외이나 태풍시 최대 3km
선충보유율 : 평균 70%
기능 : 재선충의 운반 및 확산(재선충과 특수한 공생관계)

성 충
- 5~7월 우화
- 크기 : 2.2~3.0cm
- 몸속에 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닌체 탈출

번데기
- 5~7월 용화
- 목질내부에 있던
재선충이 번데기집
주변으로 모임

번데기집
- 11월 ~5월중
- 다자란 유충이
목질부속에 터널을
뚫고 번제기집을
만든후 번데기 됨

후 식
- 5~7월
- 건전목 신초를 후식할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몸에지닌 재선충을 감염시킴

알
- 6~9월
- 약 100개 산란

유 충
- 6~9월
- 고사목의 수피밑
형성충 부위를
먹으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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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회의
▶ 2005 한·일 식물검역실무자회의 ◀
1. 회의개요
가. 일 시 : 2005. 5. 31(화).
나. 장 소 : 일본 외무성 三田공용회의소

식물방역관을 증원배치하였으며, 수입량 증가에 따라, 식물방역관을 기동배치하는 응원
조치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검사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키로 함
○ 또한, 시모노세키항은 한국산 농산물 수출이 가장 많은 항구임을 설명하고, 농산물의 원활
한 수출을 위해 시모노세키항의 365일항 지정을 요청
→ 일본측은 시모노세키항에서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사전에 검사신청을 하면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이 상근하고 있으나, 금년 10월경에 1명을 증원·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인원을 증원하고, 동 항이 365일항으로 조기지정되도록 노력키로 함

다. 참석자
○ 한국측 :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장 백종호 외 3명
○ 일본측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장 후쿠다 토요하루 외 9명
※ 통역 2명(일측 준비)

2. 의제별 협의결과
<한국측 의제>
가.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의비검역병해충 지정
○ 한국측은 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국제기준에 의해 비검역병해충을 지
정해야 함을 설명하고,‘99년부터 요청하여 현재까지 미지정된 38종, 이 중 ’
03년도에 우
선검토키로 합의한 파프리카 4종, 장미 6종 병해충의 우선지정 및 앞으로의 비검역병해충
지정·운용계획 제시 요청
→ 일본측은 비검역병해충의 추가지정을 위해 PRA를 실시중이며, 지난번과 같은 일정으로
한국측에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통보예정임을 설명. 점박이응애붙이도 비검역병해충
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식물검역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본내 농업사정을 감안
하면서 식물검역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임을 설명
○ SPS에서 뉴질랜드는 trade concern 문제제기를 했으나, 한국측은 실무자회의에서 우호적
으로 협의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 요청
→ 일본측은 한국측 배려에 감사하며 양자회의석상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나. 신선채소식물검역 적정화조치 해제
○ 한국측은 동 조치 이후 한국 수출업체의 물량조절 등으로 익일이월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
으나, 소량 다품목의 수시수출이 어려워지고,‘01년부터 ’
04년까지의 수출물량이 매년 감
소하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 제도가 시행되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므로 조속
한 해제 요청
→ 일본측은‘04년에 한국산 농산물 수입이 많은 시모노세키, 하카다, 모지항에 각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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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얼음물또는 0.1% 소금물등)에 침지한 깐밤에 대한 검사면제
○ 한국측은 깐밤에 대한 가공과정과 포장방법을 설명하고, 가공과정에서 해충이 가해한 밤은
대부분 선별되고, 얼음물 또는 0.1%의 소금물에 침지되어 보관되므로 병해충 부착우려가
없으므로, 깐밤에 대한 수입검사 면제 요청
→ 일본측은 물 등에 침지된 깐밤이라도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역대상품임을 설명하고, 한국측으로부터 해당 밤의 가공공정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수입검사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함

라. 기타
라-1. 수출식물위생증명서전자화 시스템 상호 활용
○ 한국측은 한국의 전자증명시스템, 현재까지의 활용실태, 수출식물위생증명서의 확인방법을
설명하고, 대일 수출 농산물의 수출식물위생증명서의 오기재 정정 확인에의 활용을 제의
→ 일본측은 현재 한국의 전자증명시스템은 유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일본은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세계규모의 범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임을 표명
○ 또, 한국측은 식물위생증명서의 일부 오기재에 관한 정정에 관해서 한국의 식물검역소로부
터 일본의 식물방역소에 직접 팩스송신하는 것으로 원본과 같이 취급토록 요청
→ 일본측은 팩스송수신에 의한 정정은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는 하지만 원본이
도착한 시점에서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신청시 품명
이나 수량 등이 틀리면 재발급 요청을 하게 됨을 설명하고, 재일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
관이 팩스로 수신된 식물위생증명서에 원본증명을 하면 인정키로 함

라-2. LMO 국경감시관련 운영체제 문의
○ 한국측은 LMO 검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검사실시 여부 등 관계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을 문
의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음
→ 일본측은 현재 옥수수의 스타링크와 bt10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미
승인 LMO 관련 사무는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식물검역정보

33

N PQS news

Ⅴ.국제회의

<일본측 의제>

마．기타

가. 일본산 사과 수입금지해제 요청

마-1. 한·일FTA의 SPS 조항 등에 대해서

○ 일본측은 한국측이 금년 5월 3일자 서신에서 만주애기잎말이나방 외에 21종 병해충에 대한
PRA가 필요하다는 점과 3종 병균에 대한 추가정보 요구에 대해서 설명 요구
→ 한국측은 일본산 사과는 그간의 협의에 따라 일본측에서 제공한 병해충 자료와 우리측
전문가가 입수한 병해충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5월 3일자 서신은 중간 통보이
며 현재 22종 병해충 및 3종 병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임을 설명
○ 일측은 5월 3일자 서신과 관련한 병해충 자료를 제공하면서 기제공한 검역조치안에 대해서도
검토결과의 조속한 통보 요청
→ 한국측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통보키로 함

○ 일본측은 SPS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채널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에는 SPS
조항과 SPS위원회의 설치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한국측에 SPS조항 등의 필요성, 기
존 채널의 문제점에 관한 견해를 문의
→ 한국측은 한·일 FTA 협상에서 식물검역분야를 포함하여 동물검역, 식품분야와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한·일 FTA/SPS 협정과 기존채널은 내용이 중
복되지 않음을 설명

마-2. 수박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에관한 정보
나. 일본산 배 수입금지해제 요청
○ 일본측은 제5차 회의에서 한국측에 배 생과실의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관련자료를 제
공해 왔음을 설명하고, 한국측 PRA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
→ 한국측은 일본 이외에도 30개국 116개의 수입금지해제요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PRA를 실시중이며, 사과에 대한 PRA가 완료되는 대로 배에 대한 PRA를 실시할 것이며
PRA를 개시할 때 일본측에 통보키로 함

○ 일본측은 금년 5월에 나가노현과 쿠마모토현에서 침입을 경계하는 수박과실썩음병이 발생
하여 동 병의 방제를 실시중임을 설명하고, 1990년의 한국식물병리학회지에 동 병과 유사
한 병균이 보고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해당 병균의 정보 요구
→ 한국측은 일본측이 동 병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일본측이 문의한 병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키로 함

마-3. 한국에서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riae) 발생상황
다. 말레이시아과실파리의검역조건 완화에 대해서
○ 일본측은 오키나와현과 카고시마현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과실파리에 대한 방제지시
내용과 침입경계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레이시아과실파리에관한 토마토 수출금지지역을
요나구니지마에만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국측은 일본측이 금년 9월까지 두 현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 해충의 발생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요나구니지마 이외 지역의 무발생상황이 인정되면 검역조건 완화를 조속히 검
토할 것임을 설명
○ 일본측은 금년의 말레이시아과실파리 발생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한국측에 제공키로 함

○ 일본측은 한국측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riae)의 방제상
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 한국측은 이제까지 동 병의 방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발생주수,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3년 후 가능한 한 조기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

3. 차기 회의개최
○ 2006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추후 협의키로 함

라. 대 한국 수출목재포장재의검역조치에 대해서
○ 일본측은 한국측이 요구하는 MB 훈증기준은 소나무재선충과 그 외 해충에 대한 기준 2종
류가 있는데, 수입시점에서 해당기준의 판별방법을 문의하고, 한국측의 목재포장재 수입시
검사방법에 대해 문의
→ 한국측은 수입시 어떤 소독기준으로 훈증되어 있는지 구별은 불가능하지만, 수출국의 소
독을 신뢰한다고 답변하고, 수입시 검사방법은 임의 모니터링하여 체크하며,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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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절차도

▶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 기관소개 ◀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는 1977년 국제우체국 식물방역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식물검역업무를 시작하여 1988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의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국제우체국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
국제공항의 인천공항으로 이전 등의 이유로 2007년 7월에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A지역으로
서울국제우체국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출장소 역시 약 80평의 면적을 확보
해 놓은 상태이다. 중부지소 (지소장 하동호, 직원 91명)산하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는 32평(사
무실 21평, 실험실 11평)의 청사에 직원 4명(검역관 3명, 실무관 1명)과 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영상분석장치 등 48종 75대의 검역장비를 운영하여 우편식물의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 2005년 6월 현재 수출·입 검역실적은 3명의 검역관이 1일 평균 68건의 현장검사
와 5건의 실험실 정밀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태국 등의 외국인 산업근로자들
의 증가로 금지품인 열대과일류, 흙부착 인삼 등의 유입으로 식물검역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우편물 통관절차(그림 1) 및 식물검역 처리 절차(그림2)를 대략 살펴보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현재 전국에 서울국제우체국을 포함하여 21개의 통관우체국에서 각 관할지역 국제우편
물의 검역 및 통관을 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서울국제우체국의 인천공항으로 이전 후에는
ONE-STOP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서울국제우체국(항공)
관세 및 검역대상제외일 경우
지방배달우체국

관세 및 검역대상일 경우
관세부과 및 통관검역후

통관우체국

수취인에게 배달
※ 선박우편물은 2005. 5. 부산국제우체국 청사를 경남 양산으로 이전하여 현재 ONE-STOP
체제를 운영중임.

국제우편물 식물검역처리 절차도
세관 X-ray투시 및 개피검사

일반 우편물

검역대상우편물

우편식물 및 통관목록 인수

현장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
<국제우체국출장소직원>

<우편수입식물 검사>

(ONE-STOP 체제 : 관세 및 동·식물검역을 서울국제우체국에서 일괄처리하여 소포의 수취
인에게 직접 배달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국 20개 통관우체국에서 검역 및 통관업무는 수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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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社1村 마을소개

- 1社 1忖 결연마을 식물검역소 본소 및 인천공항지소견학

▶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선권·복계마을 ◀
수안보에서 597번 지방도를 따라 2㎞쯤 내려가다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초입으
로써 동부산과 조산사이의 평탄한 들복판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마을.
마을에는 400여년 된 90~520㎝ 둘레의 옻나무 50여본의 숲이 있으며, 마을 뒷산 계곡에는
아직도 가재를 잡을수 있다. 또한 마을에는 한옥으로 집단 개량한 민박집이 16호 있으며, 마
을에서 자체 개발한 꿩 샤브샤브 등 꿩요리(취급식당이 10개소)는 수안보 온천 및 월악산 국립
공원을 관광하는 이들과 미식가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을현황

1사1촌 결연마을인 충주시 수안보면 선권·복계 마을
주민 40여명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초청하여 식물검역
소 직원들과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립식
물검역소와 선권·복계 마을간“1사 1촌 자매결연”행
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을주민들은 국립
식물검역소 본소 및 인천국제공항 지소를 방문하여 검
역현장 및 인천공항의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 충부 수안보 휴양마을 홈페이지(http://suanbo.invil.org)에서 퍼온글입니다.

○ 소재지 :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 가구수 : 91호(인구 263명)
○ 농경지 : 논 21ha, 밭 46ha, 임야 126ha
○ 주요재배작물 : 배추, 찰옥수수, 고추, 벼 등

휴양마을(선권/복계) 국립식물검역소 현장체험 성료
- 작성자 : 김시호 이장(
‘05.6.24)
국립식물검역소와 1사1촌을 맺은 휴양마을(선권/복계)주민들이 2005.6.20
일 식물검역소 검역현

먹거리 및 특산품

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약 40명정도의 어르신들이 인천국제공항도 가보셨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

○ 먹거리 : 꿩 샤브샤브, 찰옥수수
○ 특산품 : 송이, 더덕

볼거리 : 월악산, 미륵사지, 수안보 온천

은 국립식물검역소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하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
지만 우리강산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 벌
레들이 우리나라땅에 못들어오게하는 그야말로 금수강산 지킴이라고나 할까요?
<마을전경>

그날의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용안내
○ 마을홈페이지 : http://suanbo.invil.org
○ 이용안내전화 : 김시호(043-847-2451)

<인천국제공항 견학>

<바닷가에서 오랫만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와 우리마을이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쌍방이 시원하게 교류하여 동등
한 관계에서 상생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마을주민들의 앞날이 이 길과 같이 뻥뻥 뚤려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마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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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2. 수출할 때 사용한 목재포장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상대국에서 목재포장재만
수거하여 수입할 때의 식물검역기준은?
○ 수출할 때 사용한 공산품의 목재포장재를 상대국에서 다시 수거하여 본화물로 수입할 때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1. 수입이 금지된 소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에는 흙 등 수입금지품과 병해충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상대국에서 반드시 열처리
나 MB훈증을 해야만 수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수입금지식물인 소나무속, 잎갈나무속 및 개잎갈나무속 식물로 만든 목재포장재

○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칼 및 베트남산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
속식물 및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주

는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포르투칼 및 베트남(소나무속 식물에 한
함)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음.

요한 식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소나무속식물만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소나무속식물(학명 : Pinus spp. = genus of Pinus)
- 소나무(솔, 붉송, 적송, 육송), 금송(황금소나무), 잣나무(홍송, 오엽송), 구주곰솔,
왕솔나무, 섬잣나무, 일본오엽송, 리기다소나무, 구주소나무, 만주흑송, 누운잣나
무, 가지해송, 방크스소나무, 백송, 스토롭소나무, 레지노사소나무, 왕솔나무, 대만

○ 아울러 동 화물이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되면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소 지?출장
소장에게 지체없이 검사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수입검사결과 소독대상 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소독 후 통관이 가능하며 흙 등의 수
입금지품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하
게 됨.

소나무, Western white pine, Pond pine, Eastern white pine, Ponderrosa
pine, Mountain pine, Radiata pine, Southern pine, Yellow pine, Sugar
pine 등
② 잎갈나무속식물(학명 : Larix spp. = genus of Larix)
- 잎갈나무, 낙엽송, 일본잎갈나무, 만주잎갈나무, European larch, Western
larch 등
③ 개잎갈나무속식물(Cedrus spp. = genus of Cedrus)
- 히말라야시다 등

3. 미국으로 수입한 브라질산 커피두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어느나라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 브라질산 커피두가 미국으로 수입되었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미
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Phytosanytary Certificate) 또는 재수출식물검역증
(Phytosanytary Certificate for Re-Export)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들 증명서의 원산
지란에는 원래 생산된 국가명(브라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생산국인 브라질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참고로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미송"이라고 부르는 것 중 다음 것은 상기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순 경유 : 화물이 경유국가로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해충에 대한 감염 및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경유한 경우를 말함.

- Douglas fir(학명 : Psedotsuga menciesii), Eastern hemlock(학명 : Tsuga
canadensi)s, Hemlock(학명 : Tsuga heterophylla), Spruce(학명 : Picea spp.),
Western red ceder(학명 : Thuja plica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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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 지·출장소 소식 ◀
인천공항지소
자원봉사 학생 식물검역 홍보 활동
공항신도시내 인천공항중학교 학생 17명이
인천공항지소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2005. 5. 28과 6. 18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인천공항 여객
터미날 3층 출국장에서 식물검역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식물검역주사보 주용범, 문광옥 검역관이
학생들에게“국립식물검역소의 주요 업무 및
일반현황,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수출입
식물 검역절차 등”
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으
며, 자원봉사 학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배운 바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서 식물검역안내 어깨띠를 두르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에게 직접 식물 검역안내 리후
렛과 Tag 850매 정도를 배부하면서 식물검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만일 식물류를 가지고 국
내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도 하였다.
자원봉사 학생의 식물검역 홍보활동은 식물검역주사보 주용범 검역관이‘05년도“1인 혁신
과제”
로 선정한 과제를 추진한 것이다.

식물검역주사 임현동 검역관『숨은 모범공무원』
으로 뽑혀 근정포장 수상
인천공항지소에 근무중인 식물검역주사 임현동 검역관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암행감사반
에 의해
『숨은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되어 지난 5월 13일 본소 회의실에서 국립식물검역소
안광욱 소장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전수 받았다.
지난 연말연시 일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단속을 위하여 암행감찰 중이던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암행감사반에 의해『숨은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전국 20명의 공무원들 가운데 그 동안
의 공적내용 평가를 토대로 근정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차등 수여토록 되어 있는바에
따라 우리 지소 임현동 검역관의 공적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영예로운 근
정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근정포장 수상을 계기로 국립식물검역소의 부패이미지 개선에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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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신설
05.05.24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에서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금번 현판
식에는 안광욱 본소장 등 관계자 여러분이 참
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고성출장소 신설은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
북교류가 활성화 됨에 따라 농림부령 제1494
호(
‘05.04.15에
) 의거 직제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중
이다. 고성출장소는 고성, 인제, 양구 3개군
을 관할하게 되며, 특히 남북 반출입 식물검역과 동해선 CIQ 휴대식물 검역 등을 담당하게 되
며, 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철저한 국경검역은 물론 신속·정확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남북 교류사업 및 금강산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해선 도로 및 철도가 완공될 경우 육로를 통한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물동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현판식 거행
‘05.05.24
일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가“농
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5.
4.15)”
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출장소가 중부지
소에서 인천공항지소로 편입되었다. 이에따라
속초출장소에서는 안광욱소장, 이기식 검역기
획과장, 하동호 인천공항지소장, 행정사무관
이상목, 행정주사 신현석씨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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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외국인근로자 식물검역 교육실시
중부지소는 ’
05년 6월 17일 영프리머(주) 등 3개 업체 외국인 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식물검
역의 목적, 수입금지식물 안내 및 휴대·우편식물검역 등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수입금지품 반입을 자제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식물검역소장과 주요고객 간담회 개최
중부지소는 ’
05년 4월 6일 16:00 부패방지와 식물검역업무 혁신을 위해 수출입식물검역 민원
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욱 식물검역소장을 비롯해 수출입업체, 수
출입식물통관업체, 방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소장은 모든 검역현장에서의 부
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역업무혁신을 통해 검역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소장은 이어 직원들에게
식물검역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든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 투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이남복 지소장과 유왕근 검역관의 퇴임식 개최
중부지소는 6월 28일 17:00 회의실에서 퇴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안광욱 소장과 식물검역동우회 김
윤선 회장 외 본소, 중부, 인천공항지소 직원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남복 지소장과 유왕근 검
역관의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
복 지소장과 유왕근 검역관의 공무원으로서 걸어온
업적을 소개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어 두분의 공적을 기념하는 직원들의
공로패와 기념품 전달, 가족 및 직원들의 꽃다발 증
정, 안광욱 소장의 축사 등을 통하여 퇴임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이남복 지소장과 유왕근 검역관
은 퇴임사를 통하여 식물검역소 생활을 마감하며
명예로운 퇴임식 자리에 선 것에 대하여 동료직원
들에 대한 감사와 퇴임 후에도 식물검역소의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립식물검역소중부지소 NEWSLETTER 발간

춘계 체육행사 실시
중부지소는 제 43회 체육대회주간을 맞이하여 05. 4. 29일 지·출장소 직원이 참석하여 관악
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남복 중부지소장을 비롯한 참가자 58명은 체력단련과
정신함양을 위하여 오전 10시 서울대 입구를 출발하여 국기봉과 삼학사를 지나 안양유원지까
지 등반했다. 등반도중 직원들의 얼굴에는 구술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등줄기에는 소금기
가 배었으며 소나무숲에서 뿜어나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상쾌한 기분이야말로 강인한
체력의 힘이 절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중부지소 전직원은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속을 굳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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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는 급변하는 검역환경과 법·규정의 제·개정 등 식물검역 관련 지식·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식물검역 NEWSLETTER를 발간·배부하고 있다. 4
월 27일 제1호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인천항지역 식물검역 대행업체 및 관세사 등 180개소를
대상으로 발행하였으며, 식물검역 법·규정, 당면 현안사항, 주요 병해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NEWSLETTER의 발간으로 민원인의 식물검역 및
조치에 대한 오해, 불평·불만 및 불신을 사전 해소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역행정을 선도함
은 물론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약정체결
중부지소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수출입업체, 수출입식물검역 대행업체 등 95개사에 대해 신
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배격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식물검역행정을 실현하자는 의지를
담은 청렴약정을 체결했다. 중부지소의 청렴약정은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관세
사와 수출입식물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청
렴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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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설명회 개최

영남지소

중부지소는 5월 26일 중부지소 회의실에서 그린물류 등 30개사를 초청하여 수입화물의 목재
포장재 검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되는 수입화물의 목
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관련업체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목재포장재의 검역실시 배경 및
검사방법,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다래 관련 동향 및 검사방법
2분기동안 영남지소에서는 77건(5,161,811 kg)의 참다래 수입검사가 있었고 이중 26건에
대해 소독명령서 발행되고 23건(1,029,951 kg)이 소독완료 되었다. 참다래에서 주로 검출되
는 응애류 및 총채벌레류는 미소한 크기로 인해 현장 검사에서 검출되기보다 실험실 정밀 검사
시에 발견된다. 이들 해충은 주로 과실 배꼽부위의 털에서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샘플추출 시
털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하고, 실험실 검사 시 배꼽부위를 도려내어 해부현미경 하에서 메스, 핀
셋 등을 이용하여 정밀 검사한다.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설명회>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한국산 배 생과실 미국수출 농가 순회교육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천안출장소(출장소장 조정구)는
성환, 아산, 논산의2005년 수출배단지의재배농가를 대상
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단지별 교육 참여농가는 논
산 30명, 아산 75명, 성환 261명의 총 356명 및 수출배관
련 단체 담당자 14명이 교육을 참석하여, 한국산 배 대미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과 흑성병 등, 수입국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검역적 중요 내용을 교육하였고,
원예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
출농산물의대외신인도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
다. 천안출장소 관내에는 2005년도 대미단지(성환, 아산,
논산) 3개소와 호주단지(성환) 1개소가 있으며, 대미배 수
출농가수는 총 256농가에 면적은 536.1h이
a 다. 전년도 대
미배 수출 실적은 2,023M/이
T 며, 2005년도에도 현재의
작황을 보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수출
농가 교육을 통하여 식물검역홍보및 수출농산물에대해서
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농가의 수출농업에 대한
<한국산 배 생과실 미국수출 농가 교육>
적극적 참여로 우리농산물의수출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것으로기대하며, 한국산배의대미수출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철저한지도및관리를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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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Thrips obscuratus>

<그림2 T. obscuratos의 뒷가슴>

<그림3 Brevipalpus chilensis>

<그림4 Tarsonemus sp.>

<그림5 Limothrips cerealium>

<그림6 L. cerealium의 머리 및 가슴등판>

< 수입 참다래에서 주로 검출되는 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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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장 수출입업체 간담회 및 검역현장 순회 혁신 토론회 개최
영남지소에서는 2005. 4. 13. 지소 소회의실에서 본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업체 간담
회 및 검역현장 순회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수출입업체 및 대행업체, 방제업
체 등 22개사에서 참석하여 식물검역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형과 대책방안을 설명하였
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론회에는 지소의 전직원이 참여하여
역시 검역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형과 대책방안을 설명하였고,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특히 식검동우회 선배님들이 방문하여 검역일반 현황 청취 및
실험실 정밀검사 현장을 견학하였다.

대구방송(TBC) 창사 보도특집“위기의 소나무”관련 취재
영남지소에서는 대구방송(TBC) 창사 보도특집‘위기의 소나무’관련 취재를 위해 2005. 4. 8. 한
진해운 감만CY 및 지소 해충실험실에서 소나무재선충 관련 목재류 현장검사 장면과 실험실 검사 과
정(선충분리 과정 및 검경, 분류동정, 재선충의 특징)을 촬영했다. 출연진은 검역2과 최명규과장, 김
재두계장, 선충담당 전재용검역관으로, 취재내용은 소나무 재선충 관련 제도 및 세계적인 검역추세
와 우리나라의 방침등이었다. (담당기자: 양병운,‘05. 8월이후방영예정)

영남지소 구미출장소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 업체 담당자 교육

<업체 간담회>

<혁신 토론회>

구미출장소에서는 05년 4월 26일 수출화
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시설담
당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였다. 출장소 회의
실에서 개최된 이 교육에서는 (주)신흥글로
벌구미공장 등 24개사에서 참석하였고, 최
근 소나무재선충이 최북단 구미지역까지 확
산되어 더 이상 재선충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담당자의 열처리중요성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실시되었으며「소나무
재선충 북상을 막아라」
는 제목의 비디오 상
영도 실시되었다.

<교육장면>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곤충표본과 함께 살아있는 곤충 위장 수입적발(김해출장소)

<식검동우회 선배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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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검사현장 견학>

최근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애완용 곤충을 인터
넷을 통하여 판매하려고 살아있는 곤충을 은닉하여 반입
을 시도하는 이가 있다. 지난 6월 부산 동래구 소재 김모
씨는 대전곤충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애완용곤충을 알게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면서 나비 표본 등 6박스의
곤충표본을 휴대로 수입하여 모두 건조된 표본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포장 박스에 구멍이 난 것을 검역관이 재
<적발된 15cm가량의 장수 풍뎅이>
치 있게 발견하여 정밀개장 검사한 결과 살아있는 사슴벌
레, 장수풍뎅이 15쌍을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되었다. 김모씨는 방역법에 따라 허위신고
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곤충표본 등 검사 시에도 검역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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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홍 보

호남지소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수입식물 폐기명령에 따른 외국인 방문
광양출장소에서는 헤이앤피드(주)가 2005. 6. 14.과 6. 23. 2회에 걸쳐 미국에서 수입한 주
정박
〔Animal feed(Wine less)〕
2건 (43,347kg에
) 대해 검사한 결과 수입금지품인 왕겨가 혼
입되어 전량 폐기명령 조치하였으나, 미국 공급자측에서는 포도주 제조 후 그 부산물을 분쇄하
여 사료화 한 것으로 포도부산물 이외 어떠한 식물류도 혼입되지 않았다고 주장, 2005. 6. 23.
미국 Capital Feed Inc. 소속 General Manager/ Richard O' Roark가 광양출장소를 방문
하여 현장검사에서 검출된 왕겨, 잔디종자, 포도씨, 포도줄기에 대해 현미경 및 현장 육안 확인
을 하였으며, 차후에는 선별 및 제조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제주지소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련 설명회 개최
제주도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산 수입 오렌지에서 곰팡이균(Septoria citri)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곰팡이균 검출 오렌지에 대해 수입금지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
했다. 제주도는 동 건의에서 제주감귤의 대미 수출 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의 경우 궤양병에
대한 검역이 수출단지로 지정된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농가단위로 이뤄
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식물검역소는 4월 28일 제주지소
회의실에서 제주도청, 언론기관 및 농업인 단체 17개기관·단체의 관계자를 상대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 검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안광욱 소장은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처분은
국제기준에 따라 검출되는 병해충의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궤양병과
Septoria citri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현
지에 우리 검역관을 파견하여 Septoria Citri에 감염된 오렌지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예방할수 있도
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입된 왕겨>
<안광욱 식검소장의 오렌지 수입 검역 관련 설명>

<분리해낸 왕겨>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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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 개최
제주공항출장소에서는 ’
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수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 5월 31일 제주세관, 수입업체, 창고관리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Ⅶ. 해외 검역정보
미국 플로리다주 6곳에서 감귤궤양병 추가발견
○ 플로리다 남부지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감귤궤양병(Citrus canker)이 해안가 식물군
락지(Enclave)내 6곳에서 발견되었음
- 해안 및 조용한 도로에 위치한 Highland Beach's Bel Lido근처의 6곳에서 감염된 감귤
나무가 발견됨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설명회>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 및 검역대상 물품 등에 대하여 소개하
고 제주세관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는 목재포장재 검역 방법과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
여 민원인들이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 농무부 대변인(Mark Fagan)은 Highland Beach 공무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Boca Raton
과 그 주변, Boynton Beach와 West Palm Beach부근에서는 검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함
- 약 6주간 Palm Beach County의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역확대 여부가 결
정될 것임
- 동 병은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며, 허리케인에 의해 확산되어 감귤산업의 91억의
피해를 줌

가루이 Biotype Q에 대한 최신 정보
○ GPN Weekly에 보고('05.4.4.된
) 것처럼 silverleaf whitefly(가루이)와 구분이 되지 않는
매우 저항성이 높은 가루이가 애리조나주 소매점의 포인세티아에서 발견되었다고 APHIS
대변인이 언급함
- 추적조사에서 기주식물은 캘리포니아주 묘목원에서 반입되었고 검사결과 Biotype Q의
가루이가 확인되었음
○ 현재 이 묘목원은 검역중이지만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애리조
나 주농업국이 이 묘목원으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은 확실함
- 명령서에 의하면 감염된 캘리포니아주 묘목원으로부터 Bemisia tabaci biotype Q로 알
려진 가루이의 즉각적인 가해위기를 경감하기 위해 이 명령서가 발행되었음
- Bemisia tabaci biotype Q는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주세관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는 목재포장재 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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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해외 검역정보

미국에서 Bemisia tabaci Biotype Q의 첫 발생보고
○ 2005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인세티아 식물에서 Bemisia tabaci(담배가루이)의
Biotype Q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음
- Bemisia tabaci의 생물형(Biotype)은 74과(科)에 속하는 500종 이상의 식물에 대하여
기주범위를 지니고 있음
- 생물형들(Biotypes)은 또한 심각한 식물 병원체인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 Tomato mottle virus (TMoV), Beangolden mosaic virus (BGMV)와 같
은 Gemini viruse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음
- 높은 개체 밀도수는 종자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활력이 감소되고 잎을 떨어지게 함
- Whitefly의 계통은 Pyriproxyfen, Buprofezin에 저항성을 지니며, Neonicotinoid 살
충제에 의해 감수성이 감소됨

림 1.)와 C. anagracei(그림 2.)는 흰색 혹은 더러운 흰색 껍질을 갖고 있고 체형이 솟아
올라 있거나 볼록하므로 흰복숭아깍지벌레 (white peach scale, Pseudaulacaspis
pentagona(Targioni Tozzetti) 혹은 mining scale (Howardia biclavis (Comstock))
와 유사하게 보인다. 이들 Conchaspis 종은 탈피껍질(exuviae)을 껍데기 (armor)에 끼
워 넣지 않으므로 armored scales와는 다르다. 야외에서 채집한 C. anagracei와 C.
cordiae는 매우 유사하므로 야외에서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정확히
동정할 수 있다.

<그림 1. Conchaspis cordiae>
(출처 : Lyle Buss, UF)

<미성숙한 담배가루이>

<성충에 감염된 잎>

플로리다주내 West Indian Mahogany에서 새로운 해충 발생
○ 서론(Introduction)
2003년 11월 26일 식물국 검사원이 플로리다주 Hialeah에서 Conchapis cordiae
Mamet(깍지벌레류)를 채집했다. 이것은 미대륙에서의 첫 기록이다. 채집당시 이 표본은
Conchapis anagracei Cockerell로 오동정되었다. 최근 플로리다대학의 Forrest
Howard가 Ft. Luderadale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의 West Indian
mahogany (Swietenia mahogoni Jacq.)에서 false armored scale (Hemiptera:
Conchaspididae)의 숫자가 늘고 있음을 식물국에 알렸다. Howard가 채집한 표본은
Conchaspis cordiae Mamet이었으며 Broward county는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지정되
었다.

<그림 2. Conchaspis anagracei>
(출처: Avas Hamon, FDACS/DPI)

○ 생활사(Biology)
이 깍지벌레의생활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천적에 정보도 보고된 것이 없다. 그러나
Encarsia citrine Craw (Hymenoptera: Aphelenidae)이 플로리다에서 채집한 C.
anagrace에서
i
나온 적은 있다. 이 기생벌은 대부분의 armored scales에서 알려져 있으
므로 기주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 기주(Host)
C. cordiae의 기주식물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Apocynaceae: Rauvolfia viridis
Willd. Ex Roemer & Schultes (unpublished); Boraginaceae Cordia species (Mamet
1954); Meliaceae Swietenia mahagoni (L.) Jacq. (Panis & Martin 1976);
Polygonaceae Coccoloba uvifera (L.) L. (Panis & Martin 1976).
○ 경제적 중요성(Economic importance)
이 깍지벌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플로리다주에서 이 깍지벌레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중
요성은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다. 이 깍지벌레는 Swietenia mahogoni에서 많은 개체군
으로 불어날 수 있지만 이 기주식물에서 자라는 개체군의 영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 기재(Description)
Conchaspididae (false armored scales)는 왁스 같은 껍질 (armor)을 갖고 있으므로
armored scales (Diaspididae)와 비슷하게 보인다. 특히 야외에서 채집한 C. cordiae(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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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Distrb
i ution)
이 깍지벌레는 카리브해가 원산인 것으로 보이며, 도미니카공화국, St. Croix, Haiti, 푸에
르토리코에서 보고되어 있다.
○ 플로리다분포(Florida Distribution)
현재 이 깍지벌레의 플로리다 분포는 Broward 및 Miami, Dade county이다.

미국에서 최근 발견된 외래종 Xyleborus glabratus의 자료
○ 서론(Introduction)
미국에서 가장 최근 발견된 외래 bark beetle 종의
- 출처 : M.C. Thomas 하나는 2002년 조지아주에서 처음 발견된 아시아산
Xyleborus glabratus(나무좀류)이다. 그 후 이 종
은 사우스 캐롤리나주 해안 Hilton Head지역의 red
bay, Persea borbonia (L.) Sprenq.의 치사에 관
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아보카도를 포함한
Persea속 세 종과 아종 한 종이 있는 플로리다에 이
딱정벌레가 결국엔 발견될 것이다. 이 종은 1990년
<그림 2. 측면 모습>
<그림 1. 정면 모습 >
이후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12번째
ambrosia beetle이다. 이들 종은 모두 나무상자와
나무 조각 같은 solid wood packaging material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Ⅶ.해외 검역정보

○ 경제적 중요성(Economic Importance)
이 종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목재성 식물만 공격한다면 이 종의 경제적 중요성은 낮다. 그러
나 이 종이 건강한 나무를 공격하여 죽인다면 Persea속의 플로리다주 토착종 (red bay, Persea
borbonia(L.) Spreng.; silk bay, Persea borbonia (L.) Spreng. Var. humilis (Nash) L.
E. Kopp; swampy bay, Persea palustris (Raf.) Sarg. 그리고 플로리다주 제일 남쪽에서 중
요한 작물인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포(Distrbi ution)
인도 (아셈, 벵갈), 일본 (및 Bonin군도), 미얀마, 대만, 미국내(2002년 조지아주 Port
Wentworth에서 처음 발견, 사우스캐롤리나 해안에서 발견)
○ 일반기주(Common Hosts)
아시아에서 알려진 기주에는 Asian spicebush, Lindera latifolia yellow litsea, Litsea
elongata sal, Shorea robusta가 포함된다

○ 동정(Identification)
Xyleborus glabratus는 작고 길쭉하며 구형인 길이 2mm 딱정벌레이다. 이 종은 플로리다에서
이미 발견된 이 속에 속하는 외래 및 토착종들과 매우 유사하다. 거의 검은색으로 털이 없는 윗
표면, 가파르고 예리하게 각진 가장자리가 있는 apical declivity가 플로리다의 다른 종들과 구
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살펴봐야한다.
○ 생활사(Biology)
Xyleborini족내 다른 ambrosia beetle처럼 Xyleborus glabratus는 나무에 섭식하지 않고 대
신 암컷 성충이 나무 틈새로 들여오는 곰팡이를 먹는다. 대부분의 ambrosia beetle은 스트레스
를 받거나 죽은 혹은 죽어가는 목재성 식물을 공격하지만 간혹, 특히 미국 동남부에서
Xylosandrus속 몇몇 외래종은 건강해 보이는 교목과 관목을 공격한다. 사우스캐롤리나의
Persea borbonia에서 관찰된 치사가 Xyleborus glabratus의 가해 때문 인지 혹은 가해를 받
았을 때 이미 죽어가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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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시내 곳곳 고급 주택가 주변에는 담을 치고 경비원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여 부유층은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망고,파파야 현지검역을 다녀와서
인천공항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 박인탁

현지체류 개요
‘05. 1. 7.~5. 4.기간에 걸쳐 망고 및 파파야 증열처리확인 및 합동 수출검사 업무는 민다나
오섬 동쪽해안에 인접한 파나보에서 하고 숙식은 남쪽 70km위치한 다바오라는 곳입니다.
다바오는 동쪽해안을 접하여 있고 별다른 특징도 없이 조용한 도시입니다. 앞바다에는 Samal
섬이 있어 20명이 승선하는 배로 휴식하러 관광객과 시민들은 자주 왕래합니다(입장료 60p).
유명한 관광지로는 pearl farm이 있어 다바오 투어를 통해 1박하면 약5천p(약10만원)가 소요
됩니다. 스쿠버 2시간(초보가능)에 50 USD인데 바닷속 물고기들이 구경할 만 합니다. 이 펄팜
은 samal섬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시설조경은 억만장자 부인인 미스유니버스 아이디어이며
현지인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비유합니다.

도착한 날 필리핀 담당직원이 외출 중 신변안전을 당부하는 바람에 꼼짝않고 첫 3일은 근무지
및 호텔 부근 만 왕래하다가 4일째에는 실험삼아 노트북 모뎀설치를 위해 지프니를 타고 시내
쇼핑몰에 갔습니다. 맨 처음 험상궂어 보이던 현지인들은 순박 하구나를 차속에서 느꼈고 그
후에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마음에 자유로워졌습니다.

현지 기후 및 자연적 환경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열대우림 지역이라 더위에 잔뜩 긴장했는데 의외로 새벽은 선선하였고,
한낮에 햇빛은 뜨겁지만 과습하진 않았습니다. 여름은 4-6월, 우기는 12-3월로 장마는 없고
비는 한차례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민다나오는 마닐라와는 달리 태풍이 없어 도복되기 쉬운
바나나 생산지로 적합하여 다국적기업 Delmont, Dole의 바나나, 파인애플 plantation이 분
포합니다. 또 Durian, jack fruit, 빵나무열매 (marang: 고유명), 그리고 파파야는 이 섬에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나나(사초과)는 벼처럼 분얼 생육하고 열매는 줄기중앙에서 나와 아래로 구부러져 윤생하고
이 송이들이 약 10개층을 형성합니다. 수확 후 줄기를 2개만 남기고 옆에 파생한 줄기양분 공
급원이 되도록 사람 키 높이에서 잘라버립니다.
파인애플은 선인장과로서 과실나무가 아니고 선인장처럼 자라며 1년8개월에 걸쳐 재배한 후
농기계로 송두리 갈아 엎어버리고 수확합니다. 망고는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고 다바오 앞바다
Samal섬(직경 약20km)이 이에 적합합니다.
망고나무는 50년생 경우 수확량 2톤에 달하며 대만산 애플망고보다 작고 씨 두께가 얇습니다.
한편 파파야는 망고와는 달리 물 공급이 중요하여 강우량이 수확량에 절대영향을 미칩니다. 줄
기에 직접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송이들을 column이라 하고 4번에 걸쳐 수확하게 되는데
첫 컬럼 수확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후엔 베어버리고 6개월 휴경기를 거치며 바나나와 함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다바오 새벽: 운동장과 마르코폴로호텔

파파야 재식후 8월부터 1년6월간 수확

여기는 평정함과 무장이 공존하는데 시 외곽 진입로에는 군인들이 통행차량을 검문하며, 각
은행에는 무장경찰들이 있고 쇼핑몰, 건물등에 무장 경비원이 있어 출입할 때 가방과 몸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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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과 필리핀
장기 체류자는 식생활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음식성향은 주로 고기만 있어 (채식 vegitarian의 메뉴조차 채소半 고기半) 섬유질
보충을 위해 몇차례 구입한 채소는 맛도 없고 종류도 적어 섬유질 공급으로는 부적합하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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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인 과실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닭요리가 매우 흔하여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불편합니다(선택폭 크게 감소). 한편, 음식이름은 필리핀 식으로 적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루
시작은 새벽에 인접한 공설운동장에서 몇 바퀴 돌고 1km쯤 떨어진 Bankerohan재래시장에
서 파인애플 등을 사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갈 때는 400p(8천원)이하로만 휴대하
여 주위로부터 이목을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 및 사회환경
일반 교통수단은 집차를 개조한 지프니(10-20명 수용)로 시내및 인근도시까지 운행하며 대형
버스는 중장거리에만 이용되며 안전상 낮에만 이동합니다. 택시는 한국산 중고 프라이드가 대
부분입니다. 시외도로는 편도 1차내기 2차이며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지만 안뛰고 걸어서 횡단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느릿느릿, 안쳐다보고. 그밖에 트라이시클(tricycle)은 자전거 또는 오
토바이를 개조한 것인데 운행 구역이 정해져 있고 단거리입니다. 기계가 낡아서 매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Ⅷ. 기 고

필리핀과 문화
한국 드라마 인기가 매우 높아‘파리의 연인’
이 방영되는 밤 9시에는 그것을 시청하기 위해 여
성들은 예외 없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아자’
가 무슨 뜻입니까?’많이 질문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잘 도와줍니다. 반면, 중도에 말없이 포기하던지 (고로
확인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 약속에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놀기도 좋아하고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부활절에는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바닷
가로 나가서 점심을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외국인과는 영어를 유창하게 쓰며, 그들간에는 타갈어를 쓰며 음식 이름도 영어가 아닙니다.
어느날 여검역관 집에 남편 친척3명이 Vissayan이라는 필리핀 중부지역 섬에서 왔답니다. 얼
마나 머무십니까? 2달 !? 그들은 친척이 방문하면 최소한 1달 이상이어야 하고 1주정도 머물다
가면 무척 화를 내며 서운해 한답니다.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 싫어 부둥껴 안고 서로 운답니다.
혈족애 전통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민다나오는 서·중·북부 및 산악지역이 위험지역이고 다바오 등 도시만 비교적 안전하며
Cotabato 등 서부로 개인 여행가는 것을 현지인은 만류하는데 이유는 장거리버스를 대상으로
납치사례가 있으며 [종전을 모른 채 산속에 살던 일본군을 최근에 발견된 곳이 바로 다바오 서
쪽 100km지점에 있는 Apo산(필리핀 최고봉)이며 여기는 연중 등산 행사 기간에만 산에 오를
수 있는 위험지구 오지(奧地)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쉬운 표적이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섬 남단에 위치한 General Santos(GenSan)을 거쳐 포장확인을 가던 바로 그날 낮에 장거리
버스테러가 GenSan(4월)에서 있었고 Davao 시외버스정류장 앞에서 폭탄테러(3월)도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비강화를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평정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림 망고나무와 재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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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훈증제 잔류분석방법 연수를 마치고
CSIRO Entomology 방문

방제과 허종영

방제과에서는 2005년 조사연구사업 과제로
“HCN 약제에 대한 농약품목적용 확대시험”
을추
진하고 있다. 현재 HCN약제에 대한 잔류분석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질산은용액 적정법”
은높
은 검출한계로 미량분석에 적절하지 않아 새로운 잔류분석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Cynogen이나 Cabon sulfide 훈증제 등에 Head space를 이용한 기기 잔류분석방법을 사용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내고 있는 호주의 CSIRO Entomology Labs을 방
문하게 되었으며, 미연구분야로서 호주연구팀과 상호 관심사인“청산가스 잔류분석”
에 대하여
중부지소 박민구 검역관과 함께 2005년 5월 9일부터 29일까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호주에는 대한항공과 호주 항공사인 QUANTAS가 취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매일
저녁 8시에 서울에서 시드니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5월 9일(월) 저녁비행기를 타고 호주 시
드니에 화요일 아침 8시경에 도착하였다. 시드니가 서울보다 1시간 빠르니까 약 10시간이 소
요된 셈이다. 그리고 약 2시간을 기다린 후 국내선 Quantas비행기를 타고 12시경 호주의 수
도인 켄버라 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하니 CSIRO Entomology에 근무하고 계신 이병호박사
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였다.
도착 첫날은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으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CSIRO Entomology 연구실
방문을 시작으로 호주 출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시차가 없는 대신 호주에서는 영국, 일본과 마
찬가지로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고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차 극복보다 더 힘들었다.

CSIRO 소개
CSIRO(Co
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는 현재 호
주 최대·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6,500명 이상(연구원 3,0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주 전역에 실험실과 연구실이 분포되어 있다. 연구분야는 동물학, 자원공학, 광산학, 에너지
학, 건축학, 정보기술 등의 호주내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캔버라에 위치한 Head Office와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를 비롯한 4개의
Institute (Agribusiness and Health, IT, Manufacturing and Services, Sustainable
Minerals and Energy)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Institute는 4~7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총21개 Division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CSIRO Entomology는 Environment and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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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의 5개(Atmospheric Research, Entomology, Land and Water, Marine
Research, Sustainable Ecosystems) Division중 하나이다.
CSIRO는 1926년 CSIR이란 이름으로 창설된 후 1949년 "Science and Industry
Research Act."의 제정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발전 하였으며 다양
한 학문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학교·산업계간 연구환경 조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CSIRO의 R&D 예산은 호주 전체 R&D 예산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 내에서의 위상은
대단하다.

Entomology Division 소개
CSIRO부서 중 가장 큰 부서는 Entomology Division으로서 1928년에 설립 되었으며,
Brisbane의 Queensland대학 등 호주 9개지역에 약 300명의 staff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농업적으로는 해충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술지원 및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
한 연구로 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태계적으로는 곤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연과 농촌·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토록하며, 생명산업적으로는 곤충에 대하여 산업계와 공동으로 생물
학적 연구를 하여 산업 및 환경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우리가 실험 연구하는 곳은 Entomology Division 내의 Stored Grain Research
Laboratory로서 Dr. Ray Akhurst가 Head로 있으며 34명(Management and product
delivery 8명, Chemicals 11명, Biology 5명, Engineering 3명, PHD students 3명,
Post-retirement follows 3명, General Enquiries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Chemicals의 리더로는 Dr. Colin Woterford였으며, 분석팀은
팀장 Dr.Yonglin Ren, 팀원 Dr.Byung- Ho Lee, Daphne Mahon, 그리고 Lixin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우리와 공동으로 청산 훈증제 잔류분석기법 연구 실험을 수행하였다.
Stored Grain Research Laboratory(SGRL)은 1970년 CSIRO와 AWB Limited and the
Bulk Handling Companies와 합작투자로 설립되었는데, 주요 업무는 저장산물과 해충에 대
한 생물학적 연구, 화학적 독성학적 연구, 해충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연구, 곡물운반
및 상품저장에 대한 구조적 기계공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공동연구 기간 동안 Dr. Yonglin Ren과 Dr. Byung-Ho, Dr. Daphne Mahon이 수행중인
연구과제 및 잔류분석 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여 주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충분한
기술토의도 하였다. 공동연구 기간중에 보여준 그들의 친절과 성실함을 보면서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그들이 우리를 방문했을때 과연 그와 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친절히 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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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틈나는 데로 관광한 시드니 시내, 시드니만,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박물관 그리
고 캔버라 전쟁기념관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광대
한 자연, 독립된 남반구 대륙의 특이한 환경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맛이 있었다. 그
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 기분은 엉망이 되었는데 다니면서 열심히 카메라에 멋진 장면을 담았지
만 한순간에 메모리 칩에 간직된 기억을 몽땅 포맷시켜버렸던 것이다. 당시엔 성이 나서 자책
도 했지만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얻어 위안으로 삼았다.

연수소감
호주 CSIRO는 MB가 수년 후에는 검역용 약제로도 사용이 불가능 될 것을 대비하여 대체약
제로서 Cynogen, Carbonyl sulfide, Carbon disulfide, Sulfuryl fluoride, Ethyl fomate,
PH3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리도 이에 대비하여 전문연구인력 및 장
비를 확보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강한 침투력과 낮은 기화점을 가지고
있는 Cynogen은 1~2년 사이에 토양, 목재 소독제로 등록될 전망임으로 MB사용금지나 생산
감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Cynogen훈증제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서 목재소독 대체약제로서
등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arbonyl sulfide는 곡류훈증에, Ethyl formate는 생식물훈증에 이용하려고 수년간
연구 중에 있어 이 약제로 소독처리 하여 수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초과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술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PH3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
년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곤충저항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곡류해충 소독에 처리하는
PH3 약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팀장인 Dr. Ren에 의하면 중국도 역시 MB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체약제로서
PH3 및 cynogen 등을 이용할 계획으로 호주 CSIRO에 매년 검역관을 파견하여 3개월 이상
의 연수를 받게 하고, 호주 CSIRO와 중국검역소가 연구 및 교육 훈련 협정을 맺어 공동 연구
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나무재선충 사멸효과 한중공동시험 중국측 책임자였던 왕여진 검역
관도 CSIRO에서 수회 연수를 받은 경력이 있음)
우리나라도 선진 소독기술 습득에 적극 투자함으로서 식물검역 훈증소독개발에 동참하고 나
아가 호주, 미국, 중국등이 함께하는 국제 Biosecurity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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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 고

나의 주말농사, 행복이 별거 아니더라구요
중부지소 조사과장 고춘섭
저는 오래전에 준비한 천안시 목천면 소재 도로변 야산에 조그마한 밭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밭 일부에 홍단풍, 주목, 배나무, 영산홍, 자두, 매실, 슈퍼은행나무, 헛개나무, 반송등 관
리하기 쉬운 수종을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 만큼 몇주에서 몇십주씩 심었습니다. 심어 놓고 관리는
일년에 서너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나문들 제대로 컷을리 없으며 컷다해도 제멋대로 였으며 또
한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는 온갖 잡초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풀들은 잡초가 아니
고 나무 같이 굵고 크게되어 밭이라고 보기에는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일년에 서너번 가던 것도
부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거의 돌보지 아니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중부지소로 발령을 받아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게 됐지요 그러나 마라톤에 미처 매일 달리고도 주말이면 차를 가지고 달리기 좋은
코스를 찾아 다니며 달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각시와 같이도 같지만 저의 각시는 달리기를 안하니
저 혼자 가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각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달리다가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
까 하여 달리기는 취미로 조금씩하고 자기도 올라 왔으니 천안밭에 주말농사를 지어보자는 거예요.
내년 7월달부터는 매주 쉬니까 하루는 마라톤, 각시와 함께 테니스 운동도하고 하루는 주말농사 짓
고 생산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는 것이 였어요.
그래서 주말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안나드라구요 산같이 잡초 무성한 밭을 일딴
은 경운기 삵을 주고 밭을 갈고 일부는 로타리도 치고 하니 밭에 모습이 조금은 생겼어요 퇴비도
100포 사서 뿌리고 석회도 뿌리고 심겨져 제멋대로 커온 나무들도 전정도하고 거름도 주고 일부는
굴취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 심고 이렇게하여 3년 계획으로 완전한 밭을 만들어 보자 마음 속으로 다
짐을 하며 우선은 잡초를 잡아야 하므로 과일나무 관상수가 심겨져 있지 않는 곳에 고구마, 호박,
콩, 옥수수, 가지, 고추 등 작물을 심었습니다 각시와 같이 결혼식 등 약속 없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목천 밭에가서 김매고 물주고 가꾸기에 작년 한 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땅과 식물은 절
대로 거짓말을 안하더라구요. 그해 4월이 되자 밭이 환하게 됐어요 배꽃과 자두, 살구, 매실나무들
의 꽃이 만발했어요 더욱이 홍단풍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데 빨간잎이 꽃같이 예쁘게 폈습니다.
그 동안 거름맛을 못보다 이번에 준 거름으로 꽃들이 신나게 폈어요 배꽃을 보며 배나무 밑에서 새
참으로 각시가 따라주는 조껍데기 막걸리 맛은 황진이가 따라주는 술맛 부럽지 않드라구요(황진이
술맛 봤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으로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에 맛을 보았습니다 배, 매실, 살구, 자두
도 따고 고구마, 감자, 콩, 고추, 호박 등도 수확했지요 그 중에서 고구마 캘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
다. 애기 머리통 만한 빨간 고구마를 캘라치면 각시와 같이 신기하듯 고구마를 요리보고 저리보고
했지요 가지를 딸때는 신기하게“거시기”
같이 생긴 가지를 보면 서로마주 보고 응큼하게서리 야릇
한 웃음를 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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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년간 고생한 보람으로 이제는 모양새 갖춘 본래의 밭으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로 주말 농사 2년차 이제는 준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농사지을 영농설계도하고 전정가위로 이리
저리 나무도 자르고 수박 참외 순도 잡아주고 진딧물 배나무 적성병에 약제도 배합하여 살포도하고
과일 적과도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방법 제초작업 등 주말농사에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농사에 즐거움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농사는 역시 힘들고 고달퍼요 얼굴 팔 등 땀방울이 송골
송골 맺히며 뜨거운 햇볏아래서 김매기는 한증막하는 기분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도회지보다 공기 좋은 시골 새참으로 떡과 빵, 삶은 햇감자 먹는 맛, 점심에는 삼겹살
을 노릇노릇하게 구어 손수 가꾼 상추에 싸서 먹는 맛, 비치파라솔 밑에서 각시와 마주 앉아 가꾸어
온 식물들을 보며 따끈한 커피 한잔의 맛,
원두막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누으면 시원한 솔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돌면 아！시원하
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원두막 완성 했을 때 기념으로 각시가 사준 종을 처마에 달았는데 솔바람이
지날적 마다 뗑그렁 뗑그렁 인경소리가 꼭 절에 온것 같은 맛, 까치 뻐꾸기 구구새와 그 밖에 이름모
를 새들의 소리를 듣는 맛, 청솔모 가족들이 높다란 아까시아 나무를 달리기 연습하듯 오르내리며
이상하게 울부짖는 소리의 맛, 이러한 맛 등은 시골에서나 느껴보는 특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일은 했지만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오직 무상무념으로 거짓없는
땅과 식물들을 벗삼아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각시와 같이 하루를 보냄에 행복합니다. 6월의
긴 하루도 석양빛이 소나무 그림자를 길게 그리는 것을 보니 오늘도 주말 농사가 끝이 나는가 봅니
다 농자재를 정리 원두막 창고에 넣어 자물쇠를 잠그고 각시와 같이 밭을 한바퀴 돌아봅니다 기분
으로는 재벌이 부럽지 않네요 내주에 할 일은 어떤 것인지를 보며 한바퀴 돌다보면 심겨논 과일나무
관상수들과 작물들이 우리 부부를 향해“주인님”안녕 하루종일 보살펴 주어 고맙습니다 내주에는
더 자란 모습을 보일께요 하는 것 같다.
하루해는 완전히 서산에 지고 어느덧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45가 7878 산타페에 우리 부부는 몸을
실고 독립기념관 톨게이트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운전중 졸음이 올까봐 각시가 미리 준비
한 말랑말랑하게 구운 오징어의 배쪽에 두툼한 곳을 짝 찢어 내 입에 한 움큼 넣으니 고소하고 짭짤
한 맛이 첫키스 할 때의 맛 같으며 하루에 피곤함이 확 풀리네요 그 어려운 주말농사 일을 싫다 아니
하고 건강미 넘치게 적당히 검게 탄 각시 얼굴을 보는 순간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앞 이빨이 쏙 빠지
도록 키스해주고 싶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고 싶은 그 무엇의 마음“행복이 별거 아니
더라구요”
2006년이면 주말농사 3년차 이 밭의 일부에 25평 규모의 흙집을 저와 각시 둘이서 지을 계획입니
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목천(조영길)에게 배우는 흙집 짓는 법”
에 대하여 공부하고 전남화순에 있
는 흙집세상 (조영길 운영)현장에도 가서 보고 배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가보고 또 가보
고 싶은 황토집을 꼭 지어 이 곳에서 우리부부가 다람지 같이 살겁니다 이것도 희망의 행복이 아닌
가요?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서 선택하는 것이라 했던가“행복이 별거 아니
더라구요.”
2005. 6. 중부지소 조사과장 고 춘 섭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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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화 수출 뒤엔 항상 식물검역소의 노력이...
구미원예수출공사 무역팀장 김희종

화훼산업의 낙후지로만 인식되어왔던 경상북도, 그리고 오직 전자산업 및 공단으로만 알려져
온 구미에 대단위 화훼 수출단지가 설립되어 사실상 성공적인 생산 및 수출의 궤도에 올라오기
까지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 구미원예수출공사에 입사할 당시 나는 화훼나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는 경험이 전무 했
고 다만, 기계류를 수출하던 투박한 경험으로 첫발을 내딛은지 벌써 6년째가 된다.
스프레이 국화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수출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등 정말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처음 식물검
역 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식물검역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 이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바이어로부터 수
출국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국립식물검역소 대구출장소
(당시 구미출장소 개소 전)에 문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 수출과 연계하여 검역관련 업무를 할
당시에는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관공서의 검역과정을 거치므로 인해 오히려 수출에 장애가 되
고 번거로운 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지원을 목표로 현장방문 검역은 물론 수출품의 병해충 적발에 주 목적을
두지 않고 수입국 통관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코자 사전 예찰활동 및 방제기술
에 있어서의 조언 등은 처음 수출을 하는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 우리 스스로도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물의 생리현상, 병해충 등은 숨김없이 오픈하여 분석
및 분류동정을 요청하여 병해충을 조기에 방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이어진 검역소의 노력덕분에 우리는 년 간 350건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도 수입국 현지 검역
에서 3%미만의 검역 적발만을 기록하여 현지에서도 우수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자체 생산량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농가로부터 재배된 국화를
집하, 선별, 수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전국
의 각 개별농가로부터 수출품이 집하되는 만큼 병해충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
제 또한 우리공사와 검역소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확대라는 큰 목표아래 함께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오늘도 우리공사까지 현지검역을 위해 웃는 얼굴로 달려와 주시는 식물검역소 구미출장소장
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식물검역정보

67

N PQS news

Ⅷ. 기 고

교육을 마치며...

들으며 우리가 전공했던 병해충 부분을 좀더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좀 더 심화된 그런 교육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는 모두가 적잖게 어안이 벙벙했었다. 그렇게 교육은 시작되고 한 3주쯤
되자 합격의 기쁨은 사라지고 조금씩 힘들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기도 잠깐 어느

‘05년도 신규자교육 학생장 신종갑

새 교육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교육기간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훌륭하신 여러 선배님들을 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럭저럭 살아오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가슴 가득히 꿈이 차오를 수 있게 해주신 분들! 여

식물검역소... 식검이라는 단어는 내게는 별로 와닿지 않은 용어였다. 단지 식물류 수출입

러 전공부분과 업무관련 교육도 매우 유익했지만 그런 선배님들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할 때 병해충을 검사한다는 것 그리고 세관과 비슷한 업무를 한다는 것 그런 막연한 생각뿐이

인상적이었다. 아마 교육생 모두들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원 졸

라고 생각해봤을 것이다.

업시기를 앞둘때 특별채용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 4년때“식물검역특론”수업을
들을때 역시 단지 과목의 하나로만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깐.. 그러던 어느날 대학원을 졸업던

앞으로 식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물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하지만 우선

해에 식물검역소에서 특별 채용한다는 걸 알았고 시험준비를 하면서 병해충을 전공한 나에게

일선에서 가장 능숙한 검역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교육기관 중 배운 대로만

있어서 식물검역소는 정말 매력이 가는 직장이라 생각했다. 전공 찾아서 직장을 갖는다는것!!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 훗날을 예견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너무나 멋진일이 아닌가?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실할 것이다. 그럼 훗날 분명 훌륭한 식검인
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처음 응시한 시험은 너무 내 실력을 자만했었는지.. 보기좋게 낙방하고 말았다. 다시금 내 자
신을 돌이켜 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다짐하면서 발길을 돌여야만 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

곤충이 또는 식물병이 좋아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는 식물검역소를 준비하라고 적극 추천하

러 결혼도 하게 되었고 예쁜 딸도 갖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식물검역소는 내 가슴 한쪽 구

고 싶다. 우리가 공부한 것을 맘껏 펼칠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이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이 되기도

석에 늘 남아 있었고 그리고 우연치않게 찾아온 기회 이번 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구나

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좋은 일도 된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은 것이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예쁜 딸아이에게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식물검역소의 문들 두들리게

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교육생들도 대부분 그랬지만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들어올 가치가 있

되었고 당당히 합격할 수가 있었다.

는 곳이라 생각하며 추천하고 싶다.

임용 전 8주간의 교육.. 모두들 기쁜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교육에 임했을 것이

여러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 일선에서 모든일에 솔선수범하여 멋진 2005년 신규자들 좋은 모

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랬겠지만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날 나눠주던 법령집과 교

습으로 갚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신규자들이 일하면서 많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선배님

재, 그리고 교육내용을 인쇄한 유인물을 철할 수 있는 바인더의 어마어마한 양에 입을 다물지

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했다.
교육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서부터 식물검역관이 하는 일, 그리고 본소 각과의 업무소개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 본격적으로 우리 검역관에게는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식물방역법
을 배우면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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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출장소 신종갑)

‘05년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식물검역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와
직업 가치관 확립, 검역현장에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배양”
의
목표하에 ’
05.5.9일부터 6.30일까지 8주간 본소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교육

우리 신규자들도 이제는 식물검역소의 새로운 가족이라 하시며 소장님과 각 과의 선생님들의
그리고 여러 지소 및 출장소의 선생님들의 언제나 반가이 맞아 주셨던 교육기간을 추억하며 이
런 모든 분들의 따뜻함 속에서 사회속의 존재감을 느끼며 우리도 이제 식물검역소의 또 한명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소속감을 느낄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광양출장소 이성진)

생들의“교육 후기”중에 발췌한 글입니다.

▶ 교육을 마치고 나서... ◀
식물검역이란 필요성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 앞으로도 국제 사회로부
터 유입되는 외래병해충과 그 외의 압력들에 대한 우리 영토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분야인 것
을 새삼 느끼게 된다. 교육, 그것은 우리를 있게 한 가장 큰 밑거름이 된거 같다. 백지와도 같
았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법이라는 기초를 닦게 하여주고, 그 위에 식물병, 해충, 직장예
절 및 혁신의 기둥을 세울수 있게 도와 주어, 종국에는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붕
을 올리게 한 것이 바로 교육인 것 같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가
르치며, 인도하신 여러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울산출장소 문송민)
곤충분류를 전공한 나로선 그동안 내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절한 실천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분야에 몸담으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좌절을 느끼며 그래도 대한민국 곤충분야에 작은 별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름의 최선
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조용히 새로운 준비를 하려합니다.(인천공항지소 박영미)
제 스스로는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전문가라 생각했고 또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교육 과정중에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광주출장소 백종민)
이번 교육기간 동안 머리와 가슴 두곳 모두에 많은 것을 채우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무엇
보다 여러 선배님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슴에 담아 둘 수
있는 큰 사람을 여럿 뵐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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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동안에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청년실업자에서 공직자로.. 변하기 위해 졸린 눈을 부여잡
고 서로의 어깨를 도닥여 주며 손부채질로 땀을 식혀가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
생 자세로 돌아가 오랜시간 강의를 받으니 사회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나날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인천공항지소 장지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속의 소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생각
과 소망들이 검역소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것이다. 뛰어나게 가진 역량이 있
다면 자만하지 말고 그 역량이 부족한 이에게 가르쳐주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내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검역소의 작은 일원으로서 검역소가 원하는 검역관이 될 것입니
다.(광양출장소 송명희)
처음 면접 볼때 가져던 용기와 패기 그리고 8주간에 배웠던 검역소라는 곳의 익숙함 선생님
들과 동기들을 통해 배운 사람의 소중함을 담고 이제 교육장을 떠납니다. 앞으로 일선에 가서
도 처음 그 마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속으로 가만히 외쳐봅니다. 2005년 동
기 파이팅! 우리 식물검역소 파이
팅!(중부지소 지정연)
교육을 받는동안‘식물검역소에서
내가 해야 할일’
과 더 크게 나아가
서는‘조직사회에 잘 어울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
를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교육 과정
에서 얻은 밑거름으로 일선에 나가
올바른 식물 방역관이 되기 위해 업
무를 수행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선배님께서 가르쳐주신 조직사회에
서 적응 잘하고 업무적으로 정직한 식물 방역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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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

승

(2005.1.1. ~ 6.20일 현재)
구

분

총

계

병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발견종수

발견건수

발견종수

발견건수

발견종수

발견건수

102

1,256

167

1,458

111

2,776

70

990

139

1,420

58

375

총채벌레목

1

1

4

8

4

41

매 미 목

12

614

12

86

11

48

딱정벌레목

41

167

51

866

20

184

나 비 목

-

-

9

80

4

30

파 리 목

1

4

8

70

-

-

벌

목

7

67

22

105

1

1

선 충 류

4

115

14

111

14

66

응 애 류

1

2

7

41

3

4

기

타

3

20

12

53

1

1

소

계

32

266

28

38

53

2,401

진

균

11

104

2

2

38

2,294

세

균

7

29

-

-

1

1

바이러스

13

123

-

-

-

-

잡

1

10

26

36

14

106

소

해충

규제병해충

계

초

*‘05.1.1. ~ 6.2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은 총 380종, 5,490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102
종(27%), 1,256건(23%)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67종(44%), 1,458건(27%), 비검역 병해충은 111종
(29%), 2,776건(50%)이었다.
* 규제병해충 총 102종, 1,256건 가운데 해충이 70종(69%), 990건(79%)이 발견되었으며, 병은 32종(31%),
266건(21%)이 발견되었다. 해충의 경우 매미목(614건)과 딱정벌레목(167건)이 대부분(781건 79%)을 차
지하였으며, 병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균, 세균, 잡초의 순이었다.
* 잠정규제병해충 총 167종, 1,458건 가운데 해충이 139종(83%), 1,420건(97%)이 발견되었으며, 병은 28
종(17%), 38건(3%)이 발견되었다. 해충의 경우 딱정벌레목(866건)과 선충류(111건)가 대부분(977건,
69%)을 차지하였으며, 병은 진균이 2건, 잡초는 36건이었다.
* 비검역병해충 총 111종, 2,776건 가운데 해충이 58종(52%), 375건(14%)이 발견되었으며, 병은 53종
(48%), 2,401건(86%)이 발견되었다. 해충의 경우 딱정벌레목(184건)과 선충류(66건)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병의 경우 진균이 2,294건, 잡초가 10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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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제주지소
중부지소서울세관출장소장
인천공항지소고성출장소
위험평가과
호남지소광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변봉용
김형륜
이복섭
김경수
복옥규
윤창근

전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검역기획과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검역기획과
검역기획과장
위험평가과장
방제과장
영남지소장
방제과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인천공항지소고성출장소장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사무원8급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농림부이사관
식물검역서기관
식물검역서기관
식물검역서기관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사무관

진
(검역기획과)
(영남지소검역2과)
(중부지소세관출장소)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위험평가과)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4.18

5.9

보

허경구
김용섭
박홍규
김용환
이은섭
박현미
정낙우
황의용
김상일
김병현
문영미
이기식
오병석
안영수
신현관
우창남
오세민
배종식
하현국
이춘진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검역1과)
(중부지소검역1과)
(중부지소검역2과)
(중부지소서울세관출장소)
(제주지소)
(위험평가과장)
(방제과장)
(영남지소장)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조사과)
(제주지소)
(영남지소검역2과)
(호남지소광양출장소)
(중부지소검역1과)

4.15

4.18

5.6

5.9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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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전 출·전 입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통계기획담당관 농업서기관
농림부식량정책국소득정책과 전산사무관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관

장승진
서홍교
신현관

(검역기획과장)
(검역기획과)
(종자관리소아산지소장)

5.4
5.23

신 규
영남지소

식물검역서기시보 김도남

5.9

복 직
검역기획과

전산주사

한은경

5.16

식물검역전문 2반(
‘05.4.4~4.29)

중부지소장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조사과
국립식물검역소

기술서기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
농업연구사

이남복
곽성복
유왕근
허철

식물검역서기

김성운

영남지소김해공항출장소

김문식

영남지소사상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경원

호남지소

손점염

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황선영

제주지소

양태경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김상엽

남부격리

식물검역주사

이진우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

김영태

제1기 혁신리더쉽과정(4.6~4.8)
영남지소

식물검역사무관

김형문

위험평가과

김양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연구관

진경식

방제과

강익범

검역기획과

식물검역사무관

정종용

인천공항지소

김근배

양규만

중부지소

서동식

방제과
6.30

기술서기관

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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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보

김숙정
김영애
배창환

‘05.5.1 ~ 0’6.4.30육아휴직)
(
5.1
‘05.5.6 ~ 0’6.5.5육아휴직)
(
5.6
‘05.6.26 ~ 0’7.6.25
6.26

제1기 엑셀기초과정(4.18~4.22)
백향일

영남지소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강연주

김종택

중부지소

조규황

식물검역주사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서기

유미랑

제1기 혁신촉진자과정(5.2~5.4)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보

신용길

검역기획과

변봉용

식물검역 전문2반(5.2~5.27)

검역기회과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중부지소조사과
국립식물검역소

한병재

송영섭

제1기 기획력개발과정(4.6~4.8)
서무과

휴 직

반재용

중부지소

국제검역협력과

정년 퇴직

영남지소자성대출장소

제1기 식물검역관리과정(4.11~4.15)

농림부이사관

이기식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서기

전옥경

이상헌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오정자

인천공항지소김포공항출장소

조선형

중부지소

식물검역서기

전명승

중부지소

전삼영

제 126기 국어문화학교 국어반(5.9~5.13)

중부지소

조종희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중부지소

김정중

제1기 여직원 실무자과정(5.9~5.13)

중부지소

김병현

국제검역협력과

사무원8급

김근숙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이정태

방제과

사무원8급

김영혜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최철종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이만휘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이만휘

박현미

식물검역정보

75

N PQS news

Ⅹ.소내동정

제3기지출 및결산관리(5.16~5.20)
영남지소

행정주사보

제2기 친환경농업과정(6.13~6.17)
이미옥

식물검역주사보

인천공항지소

제1기친환경농업과정(5.19~5.13)
식물검역주사보

복옥규

제2기 엑셀기초과정(6.13~6.17)

중부지소

식물검역주사

조태연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국제우첵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김양호
임재명

위험평가과

제1기갈등관리과정(
‘05.5.23~5.25)

식물검역주사

이동선

제2기 농업행정실무(6.27~7.1)

미국캘리포니아산대한국수출용오렌지수출검역과정현지확인(’
05.4.17 ~ 0’5.5.7, 미국)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

이기병

미국캘리포니아산대한국수출용오렌지수출검역과정현지확인(’
05.4.3 ~ 0’5.4.23, 미국)
호남지소목포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만석

제7차FAO/IPPC 식물위생조치위원회참석(’
05.4.2 ~ 0’5.4.10, 이탈리아)

김원국

중부지소국제우체국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손정금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백종호

영남지소신선대출장소

김신임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이태균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김진성

영남지소대구출장소

권용순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장선희

태국산망고현지검사(’
05.4.1 ~ 0’5.6.30, 태국)

영남지소구미출장소

허재명

영남지소사상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최은정

중부지소검역2과

호남지소광주출장소

서용선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서기

조종숙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서기

안창엽

제1기농업통상수출(5.30~6.3)

식물검역주사

손순명

캐나다산제재목열처리증명시스템확인(’
05.5.7 ~ 0’5.5.12, 캐나다)
방제과

기술서기관

오병석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

김영태

인천공항지소김포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건중

제1기 프리잰테이션(6.27~7.1)

중부지소

식물검역서기

박덕용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연구사

이예희

남아공산오렌지현지검사(1차, ’
05.5.9 ~ 0’5.7.15, 남아공)

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

임옥현

검역기획과

전산주사보

전세기

중부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김정중

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이용현

영남지소양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이준익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윤창근

청산등훈증제잔류분석기법연수(’
05.5.9 ~ 0’5.29, 호주)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서기관

한상진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

허종영

중부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박민구

‘05년 제1기 회의진행기법 향상(5.30~6.1)
중부지소천안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조정구

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

이의수

영남지소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김무영

호남지소목포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봉삼

호남지소광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임정표

제1기엑셀고급과정(5.30~6.3)
검역기획과

식물검역주사

중부격리재배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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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대만과우리나라산생과실수출관련협의(’
05.5.18 ~ 0’5.5.21, 대만)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백종호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김종윤

중국산양딸기묘재배지포장검사를위한재배포장사전확인(’
05.6.18 ~ 0’5.6.26, 중국)
방제과

식물검역주사

최춘태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현경탁

2005 한·일식물검역실무자회의참석(’
05.5.30 ~ 0’5.6.3, 일본)
김상욱

제2기혁신추진자과정(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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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과

◈ 해외출장

김양원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백종호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양규만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서기

유미랑

식물검역정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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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 소개
백두산항로활성화를위한연변조선족자치주CIQ 기관방문(’
05.5.30 ~ 0’5.6.5, 중국)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식물검역주사

허경구

보안담당자국외연수(’
05.6.7 ~ 0’5.6.16, 프랑스, 이태리, 독일)
서무과

행정주사보

김환백

검역기획과

전산주사보

도재규

공항휴대식물검역시스템조사(’
05.6.19 ~ 0’5.6.25, 호주, 뉴질랜드)
인천공항지소장

기술서기관

하동호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노병삼

인천공항지소
(032-740-2072)

본

(031-449-0521)

호주산오렌지및레몬현지검사(’
05.6.18 ~ 0’5.9.15, 호주)
인천공항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소

전창석

대만산망고현지검사(’
05.6.14 ~ 0’5.8.10, 대만)
영남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오진보

지역번호 없이

115
58
88
8-5
5111177

지중해과실파리박멸활동상황점검(’
05.6.18 ~ 0’5.6.27, 칠레)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백종호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장미

중부지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2-433-8632)

(031-202-6966)

호남지소
(063-467-3456)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제주지소
(064-747-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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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5-0210)

영남지소
(051-467-0442)

M E M O

“함께하는 식물검역 지켜지는 금수강산”
www.npq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