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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령
▶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요약)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9호(2005.9.20.)

1. 개정사유
수입식물검역과 관련된 각종 지침 등의 행정지시를 고시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검사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에 첨부되는 수출국
검사증명서의 인정여부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이 기관간, 식물방역관간에 일률적으로 적
용될 수 있도록 함
○ 흙 등 수입금지품에 대한 금지품제외확인서 교부는 현장에서 현물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
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익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전에 금지품제외확인서를 교부
한 적이 있고 수입자·수출자·수입품목 및 채취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확인을 생략
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식물이 식재된 상태의 식물재배물질을 흙으로 규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벤치
위에서 재배하는 등 일정요건에 맞게 재배한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여 식물재배
물질에 식재된 상태로도 식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금지품에 대한 선별기준을 추가하고 선별폐기의 세부적 절차를 정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함
○ 검사제외가공품의 예시 품목을 추가하고 포괄적 표기가 가능한 품목은 포괄적으로 표기
함으로써 검사제외가공품 확인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컨테이너검사의 적용대상 식물에 버섯종균 및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
되어 오는 식물을 추가하고 컨테이너의 추출기준을 조정하는 등 컨테이너검사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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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개정(요약)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1호(2005.9.28)

1. 개정사유
병해충 검사대상 식물, 실험실검사용 시료채취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 실험실검사용 시료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검사 완료된 시료는 폐기하되, 수입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반납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에 규정되었던 일부 조항을 본 고시에서 규정
- 캔, 은박지 등으로 밀봉 포장된 종자류의 현장 병해충검사 생략
○ 실험실검사 생략가능 대상 추가
-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
- 독자처분 가능해충
○“별표 1”
에서 반복되는 조항은 본문에서 규정하고,“별표 1”
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본문에서 삭제
나. [별표 1]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 생채소류
- 생강, 감자, 쪽파 및 세척되지 않은 근채류는 재식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충분리검사 대상에 포함
- 세척된 당근, 도라지 등은 선충분리검사 대상에서 제외
○ 화훼류 등 절화 및 절지
- 장미, 국화 및 카네이션 절화는 접·삽수로 이용 가능성이 있고 바이러스병의 주요
기주이므로 바이러스검사 필요
○ 냉동식물의 검사방법 추가
- 일반식물과 병해충의 생존 및 전파가능성이 매우 달라 새로운 그룹으로 분류
다. [별표 2] 실험실검사 시료채취 기준
○ 묘목류(접·삽수 포함): 목본류와 초본류로 구분
- 목본류: 5개 → 2개 + 부위별 약간씩 채취, 병해충 혐의시 최고 5개
- 초본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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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근류
- 자구: 2kg → 50개
- (신설) 100개 미만 또는 1kg 미만: 실험실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 버섯종균: 대형 500g → 1개(병, 봉지)
○ 조직배양체: 삭제
- 양딸기, 마늘 등은 바이러스검사를 위해 버섯종균에 준하여 채취
○ 생과실류
- 소독처리를 하지않은 경우: 3kg
- 소독처리를 한 경우: 1kg
○ 화훼류 등 절화·절지: 40개 → 20개

▶ 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요약)◀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0호(2005.9.20)

1. 개정사유
수출입식물의 검사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소독계획서, 소독처리동의서, 수출검사
신청내용 수정(최소)요청의 경우에는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고 있어, 이를 인터넷
으로도 제출이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식물검역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출입식물 방제업자”
의 용어정의를 추가
○ 수출입자와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소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ID 발급신청 조항의
내용을 변경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당해 시스템상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ID승인 취소토록
규정한 조항은 시스템 보완으로 조항 삭제
○ ID 관리책임을 ID를 발급 받은 자로 분명히 하고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
○ 제5조의 검사신청의 반려 부분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민원서류의
보완), 제16조(민원서류의 반려)와 달라 관련 내용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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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 수입허용 종 개정 고시(요약)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8호(2005.8.31)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7호(2004.8.10로
) 지정 고시한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10종) 이외에 새로이 1종을 추가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수입허용 종(총 11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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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1

Bombus terrestris(Linnaeus)

2

Phytoseiulus persimilisAthiasHenriot

3

한국명
서양뒤영벌

수입
용도

비고

화분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국립식물
매개용 검역소고시 제2004-6호 참조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Aphidius colemani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7

Aphidoletes aphidimyza(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8

Amblyseius cucumeris(Oudemans)
오이이리응애
생물학적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 긴털가루응애) 방제용

(상 동)

9

Orius strigicollis(Poppius)

10

Drosophila melanogasterMeigen

11

Orius laevigatus (Fi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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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애꽃노린재
(남방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 동)

-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추가종

쉬어가는 코너

문) 식물방역법 위반에 있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답) 처벌이 가능하다
왜?
형법을 보면 형법 제8조의 규정에서“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25조 제1항에서“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식물방역법에는 미수범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식물방역법 위반에 있어서의 미수범에 관한
사항은 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수입금지품에 해당하는 흙이
부착된 고가의 묘목의 검역장의 아닌 항만으로 밀반입하다 공해상에서 적발되었다면, 아직
까지 불법으로 수입한 것은 아니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 IRA와 PRA의 차이 ]
우리가흔히아는병해충위험분석은PRA는Pest Risk Analysis이고IRA는Import Pest Risk Analysis를
줄여서쓰는말이다.
검역현장에서발견된병해충또는외국에서발생한병해충에대한위험분석과구별하여금지품수
입허용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실시하는병해충위험분석을IRA라고부른다.
다시 말하면 PRA는병해충자체가시작 이유가 되어서 위험분석을 하는경우이고 IRA는수입하고
자하는품목이이유가되어서관련된병해충을위험분석하는경우이다.
국가에따라PRA로통일해서쓰는경우도있고호주나뉴질랜드같이분리하여서쓰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도금지품수입위험분석의비중이커지면서식검고시 2004-12호(2004.10.9를통하여수
)
입위험분석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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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역동향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
'05.8.12일“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가 관세청고시 제2005-25호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05.10.1부터
.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
H S K

8

품

명

수입시 주의사항

0306291000

투구새우

투구새우는 수입불가능함

0602902061 ～
602902089

기타의 산 식물·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필요

0903000000

마태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필요

1107201000,
1107209000

맥아(볶은 것)

소매용 포장이 아닌 것은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필요

1801002000

코코아두(볶은 것)

소매용 포장이 아닌 것은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필요

2309100000,
2309901010 ～
2309901099

사료용 조제품(개 또는 고양이 볏짚, 왕겨 등 금지품이 없어야 하고,
사료, 배합사료)
밀봉포장된 분말상태이외의 것은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첨부 필요

3101002000,
3101003000

식물성 비료, 동물성 또는 식 흙, 볏짚, 왕겨 등 금지품이 없어야 하고,
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검사제외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적으로 처리한 비료
첨부 필요

4418100000,
4418200000

창문틀
문틀 및 문지방

소나무속, 잎갈나무속 및 개잎갈나무속식물로 만든 것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및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할 수 없음

4421909000

기타 목제품

검사제외품외의 것은 소나무속, 잎갈나무속 및 개잎갈나
무속식물로 제작되었다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
다, 멕시코,베트남 및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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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
1.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배경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을 시행
※관련규정: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3호

2. 검역 시행일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

3.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Dunnage)·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
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

4. 소독 대상 목재포장재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제외 물품>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와 웨이
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5. 소독방법(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소독)
<열처리: Heat Treatment>
-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훈증>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잎갈나무속·개잎갈 나무속 목재포장재:
24시간 훈증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칼, 베트남(소나무속)
온도

약량
(Dosage rate)

최저농도(g/㎥)

21℃ 이상

48

24

16℃ 이상

56

28

11℃ 이상

64

32

24시간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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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 목재포장재: 16시간 훈증
최저농도(g/㎥)

온도

약량
(Dosage rate)

0.5시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6. 소독처리마크

②
①

XX- ③ OOO
④ YY

① : IPPC 심볼, ② : 국가 ISO 두자리 코드 ③ : 소독처리업체 고유번호 ④ : 소독처리방법
※ 국제기준 ISPM No.15의 소독처리마크이며, 국가마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나, ①~④
항목은 기본으로 마크에 포함

7.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처분
<소독>
-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
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
-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가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
-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화물과 포장재가 분리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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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절차도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수입

임의 추출 검사

목적지로 이동

불
합
격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폐기 또는 반송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하거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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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05.9.30. 현재)

대 륙

국 가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열처리

12

MB훈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소독처리
마크

식물위생
증명서

소독
증명서

기타

아시아

중국

˝

인도

˝

필리핀

˝

한국

오세아니아

호주

수피제거

˝

뉴질랜드

수피제거

북미

미국

수피없음

˝

캐나다

수피없음
충공없음

˝

멕시코

수피제거
충공없음

중남미

브라질

수피제거
충공없음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칠레

˝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

˝

페루

˝

베네주엘라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과테말라

2005-3호(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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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륙

국 가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열처리

유럽

유럽연합※

˝

러시아

MB훈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소독처리
마크

식물위생
증명서

기타

소독
증명서

수피제거
(06.1.1부터)

노르웨이

수피제거
충공없음
함수율20%
이하

루마니아

상동

스위스

수피제거
(06.3.1부터)

˝

터키(2006. 1. 1.시행)

수피제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나이지리아

˝

이집트
(2006. 1. 1.시행)

˝

※ EU연합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
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
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특이사항
○ 중국, 노르웨이, 루마니아 : 침엽수 목재포장재만 검역대상
○ 미국 : 단계별 시행
- 1단계(2005.9.16.~2006.1.31.) : 요건미부합목재포장재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 2단계(2006.2.1.~2006.7.4) : 요건미부합 목재포장재 반송 및 위반사실 통보
- 3단계(2006.7.5.~) : 요건미부합 목재포장재 반송
○ 24시간 MB 훈증 요구 나라
-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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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포도’생과실 미국으로 첫 수출 ◀
경기도 화성지역과 경북 영천지역이 미국으로의 포도 수출을 희망함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
에서는 수출참여 희망농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대미 수출용 포도재배 단지를
조성토록 하였다. 그 결과, 2005년 8월 16일 화성지역산 포도 330kg(156C/이
T) 처음으로 수출
검사를 받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국(LA)으로 첫 수출되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대미 포도 수출을 위하여 1995년부터 미국과 10여년 동안의 끈질긴 협상끝
에 2004년도 11월 한국산 포도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그에따라 올해 경기도
화성 지역과 경북 영천지역의 포도단지를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 농업 천적(天敵) 국내 수입허용 - 애꽃노린재류 1종 ◀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05.8.31일자로
.
“애꽃노린재류(Orius laevigatus)”
1종을 농업천적용
으로 수입을 허용 하였다. 이에따라 칠레이리응애를 수입허용 한 이후 지금까지 총 9종의 농업
천적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수입이 허용된“애꽃노린재류(Orius
laevigatu)”
s 는 총채벌레류와 응애류 방제용 천적으로서 온실 등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가 가능해졌으며, 농가소독 및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검역 강화 조치 ◀
국립식물검역소는 남아공산 수입 스위트오렌지에 대하여‘05.9.10. 선적분부터 -0.6±0.6℃
또는 그 이하에서 24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강화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된 남아공산 오렌지에서 살아있는 유사코드린나방의 애벌레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검역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22일간 저온처리해 오던 것을 24일간 연장처리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외정보 검색요원제공) 한 후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에 대해 한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및 22일간의 저온
처리 조건으로‘99년부터 수입을 허용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04년)에는 5,871톤을 수입한 바
있다.
유사코드린나방은 애벌레가 복숭아, 자두, 살구, 대추 등의 과일 내부를 가해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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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혁 신
농림부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장려상)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검사절차 간소화』
를 통한

수출경쟁력 및 검역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검역기획과 식물검역주사보 김 상 욱

1

추진 배경
수출식물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야간·공휴일도 포함)과 장소에서 검사
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식물위생증을 교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 지원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물검역고객이 불편함을 호소

충북증평군증평읍용강리에사는식물검역고객“S”
씨
○ 인도로 수출하는 종자의 경우 한꺼번에 정선하여 보관하다가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주문 받은량 만큼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출하고 있고, 검역과
정에 인도측이 우려하는 병원균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7일정도가
소요됨
○주문을 늦게받는 경우검사가 완료되지않아제때에 종자를선적하지못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

기관장도 일선 검역현장(안양출장소) 점검 중 종자류의 수출형태 및 검사방법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현 검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함을 인식
○ 일선 검역관들은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종자를 수출할 때마다 단순 반복적으로 검사
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업무로 생각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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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출시 검사방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조사
○ 일선 검역관들은 밀가루, 전분 등 가공되어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수출시마다 매번 검사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인식

2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가. 현 황
수출종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정선하여 보관하면서 상대국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소량씩 분할하여 수출
○ 지난해 일본 등 세계 66개국으로 수출한 5,095건 437톤(1,680만불) 중 1kg 이하 소량
수출 건수가 48%(2,47건
1 ) 차지

식물방역법상 수출검사가 면제된 가공 농산물에 대하여 상대국이 식물위생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검사대상품과 동일하게 매건마다 검사 후 수출
○ 지난해에 전분, 밀가루, 홍삼제품 등 가공품 1,674건을 수출

나. 개선 필요성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일한 물품을 매번 검사하는 비효율적인 수출검사 시스
템을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
○ 수출검사에 최소 2일 이상(실험실정밀검사 대상품목은 최소 7일 이상) 소요되어 선적
지연 등 민원 불편 초래
○ 수출할 때마다 검사를 함에 따라 검역인력도 많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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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과정

현행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는 수출 직전에 매 건별로 검사신청을 받아 당해 수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식물위생증을
교부
☞ 혁신의 출발 :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검역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과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꼭 수출할 때
마다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 수출검사를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가. 목표 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 전개
< 목 표 > (Win-Win)
◇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충족
◇ 최소한의 검역인력을 투입하여

○ 현행 수출검사시 발생된 문제점과 수출품의 보관·관리 등 점검
- 현재까지의 수출검사시 발생된 문제점 조사
- 수출업체의 수출용 종자 보관·관리 상황 점검 및 가공된 농산물의 가공방법 등 조사
○ 소내 위험평가과, 국제검역협력과 등과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 충족 방안 협의,
일선 지·출장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발굴
○ 유관단체 및 관련업체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
- 수출종자에 대하여는 한국종자협회와 종자류 수출업체의 의견을 수렴
- 가공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관련 수출업체의 의견을 수렴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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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결과 회의적 의견도 다수 >
A 과장
현재까지 수출검사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한 결과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검역신뢰도가 크게 신장되
어직접적인수출증대효과로까지이어지고있음. 그러나동제도를도입할경우신뢰도하락이우려됨

B 계장
동제도를악용하여 수출검사를받지않은종자가수출될수도있음

C 출장소장
종자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국가에서는 특정한 병원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검사기간이 2
일 정도로 짧은 등 현행대로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으므로 보관·관리 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엄
격하게 할경우 수출업체들이 동 제도를활용하지 않고 기존 방법에따라 수출할 가능성이 큼

D 수출업체
사전검사에 합격한 종자를 격리된 시설에서 보관 관리토록 하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수출업체
에서이용하기쉽도록간편한규정을만들어주시기 바람

나. 해결해야 할 과제
①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 충족 방안
- 국제기준에서는“수입국의 식물위생 요건에 일치할 수 있도록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증명시스템”
을 요구
☞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 요건이 같은 국가로 수출예정인 종자 총량에 대하여 한
꺼번에 검사(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동 검사에 합격된 종자는 수출업체가 병해충에 재감
염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시설에 더미별로 구분 적재하는 등 투명하게 보관·관리토록
하며, 부적합하게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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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충족 방안
- 수출 상대국에서는 수출검사를 하여 자국이 규제하고 있는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해
주도록 요구
☞ 수출용 종자에 대해서는 수출전에 사전검사 실시
☞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처음 수출시에만 현물 검사하고, 두 번째 수출분부터는 현물
검사를 생략하되 서류 확인으로 식물위생증을 교부

③ 식물방역법 충족 방안
-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소장이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 수출 종자의 경우 사전검사 방법 등을 식검고시로 제정하여 시행
☞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검예규를 개정하여 시행

④ 수출업체가 보관·관리 등 사전 검사기준을 준수 하는데 있어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 사전검사에 합격한 종자의 보관·관리는 수출업체 스스로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반출
시에도 식검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업체 스스로 하도록 함(대장 비치).
- 불합격 종자도 소독 또는 선별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출시마다 검사(재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
☞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물자체의 성질이나 성상이 변하여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으
므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지 아니함

⑤ 동 검사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보완대책
☞ 수출종자의 경우 수출업체의 보관·관리상황을 식물검역관이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부
적합하게 관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사전검사에 합격한 종자의 유효기한을 제한
(6개월)하는 등 보완
☞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공정상 검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품목으로 적용을 제한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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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결과

가. 수출용종자에 대한 검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시행('05.3.29)
① 수출예정종자를 사전에 검사 받은 후 여러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종자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식검 지·출장소장에게 신청
② 사전검사신청을 받은 지·출장소장은 다음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
㉠ 보관장소가 당해 수출예정종자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 신청서에 기재된 더미 번호 별로 구분적재 되어 있는지 여부
-‘더미’
는 검사받고자 하는 식물(품종)·수입국별로 구분하여 구성

③ 사전검사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고 보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전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합격증 유효기간 6개월)
-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합격 통지
- 불합격 종자는 소독 또는 선별(품목별·품종별·생산자별 또는 생산지별)후 종전규
정에 따라 수출검사(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④ 사전검사에 합격한 종자는 수출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장소에 더미 번호 별로 구분
적재 및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해야 함(수출자)
- 관리대장에는 더미 번호 별로 수출(출고) 일자·수량 등을 기록

⑤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출장소 검역관은 보관·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
- 점검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부적합하거나, 보관·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
검사 합격을 취소

⑥ 사전검사에 합격한 종자의 수출시에는 수출식물 검사신청서에‘수출용 종자사전검사
합격증명서’및‘사전검사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출장소장에게 검사신청
- 검역관은 동 사전검사를 근거로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식물위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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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업무프로세스>>

검사신청

매 건별로 수출검사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식물위생증 교부

: 5,095건

<<개 선 후>>

재검사(소독 또는 선별후)
(불합격)

사전검사
•보관장소 확인
•현장 및 실험실검사

보관관리

사전검사신청

(유효기간 6개월)

(합격)

검사신청

수출검사 생략
(현장및실험실검사생략)

식물방역관 점검

식물위생증 교부

※ 종전( ’
04년) 5,095건 중 3,891건(76%)은 동 절차에 따라 수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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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된농산물에 대한 검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시행('05.5.23)
○ 아래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하게 가공된 품목에 대하여 검사신청을 한 때에는 이전에 식물
검역증을 교부한 적이 있고 검사신청된 수출자와 품목이 동일한 경우 현물확인을 생략
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식물위생증을 교부
- (전분), (지대 등으로 포장된 밀가루·포도당), (식물성 오일류), (클로렐라 용액), (어
분), (상품화 포장된 홍삼제품), (상품화 소포장된 삶은 채소류), (절단 후 가당하여 상
품화 소포장된 유자차), (분쇄 후 비닐 밀봉 포장된 냉동무즙), (분쇄 후 지대 등으로
포장된 된장가루), (스프용 야채분말 제품), (지대 등으로 포장된 혼합 양념가루), (얼
음물 또는 소금물에 담근후 양철 캔 또는 스티로폼 박스로 포장한 깐반<내피밤 제외 >),
(고열건조 후 골판지 상자 등에 포장된 건조 담배잎), (비수<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남은 잔사>),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종전 업무프로세스>>

검사신청

매 건별로 수출검사
(현물 확인)

식물위생증 교부 : 1,674건

<<개 선 후>>

처음 수출 : 현물확인 수출검사
검사신청

두 번째 이후 ; 서류확인
(현물확인 생략)

식물위생증 교부

※ 종전( ’
04년) 1,674건 중 1,232건(74%)은 서류 확인후 식물위생증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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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대 효과

가. 수출업체 - 식물검역소(Win-Win)
○ 식물위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선적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문제없
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업체의 편익제고 및 간접적인 수출 촉진 효과 기대
○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인력을 부족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투입 가능(간접적인 인력 증원 효과 기대)
구 분

위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검사 소요 인력

수출용 종자

2～7일 이상 → 즉시

연 20명 → 연 5명(15명 절감)

가공된 농산물

2일 → 즉시

연 2명 → 연 1명(1명 절감)

나. 혁신성과사례
○ 수출용 종자 사례
구 분
사전검사 신청

사전검사

수출

수시점검

주요내용
'S'사가 인도 수출용 양배추종자 3,718kg(1개
2 더미, 150bags)에 대하여 사전검사
신청('05.4.21.)
- Black leg 외3종의 병원체가 없음을 식물위생증에 부기 요구
보관장소 적합여부 및 더미 번호 별 구분적재 여부 확인결과 적합(4.22.)
현장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 실시(4.22.～5.3.)
검사결과 이상없어 수출용 종자 사전검사 합격증명서 교부(5.3.)
1차 : 사전검사 합격종자 857kg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검사신청(5.4.)
- 사전검사결과를 근거로 검사는 생략하고 즉시 식물위생증 교부
2차 : 사전검사 합격종자 175kg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검사신청(6.8.)
- 사전검사결과를 근거로 검사는 생략하고 즉시 식물위생증 교부
3차 : 사전검사 합격종자 54kg을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고자 검사신청
(7.12.)
- 인도에 대하여만 사전검사를 하였으므로 파키스탄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한지 여
부를 검사, 적합하여 식물위생증 교부(7.13.)
보관·관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7.12., 7.25.)
- 별도 보관, 더미 번호별로 구분적재, 관리대장 기록·비치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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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된 농산물 사례
구 분
최초 수출검사 신청

수출검사

두 번째 이후 수출

6

주요내용
'D'사가 중국 수출용 밀가루 40톤에 대하여 수출검사 신청('05.5.30.)
현물 검사후 식물위생증 교부(5.31.)
- 지대로 포장된 밀가루
두 번째 이후 수출분에 대하여는 최초 수출검사(서류)에 근거하여 현물 확인을
생략하고 식물위생증 교부
- 6.1.～7.31. 사이에18건 480톤을 수출

향후 추진 과제

○ 시행 과정 중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보완
- 종자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불편사항은 개선
-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 수출검사결과 가공되어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간소화 대상품목으로 지정

혁신 성과 및 성공 요인
◇ 혁신 성과
① 고객의 불편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거양
② 검역 소요인력을 줄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성공 요인
① 고객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 불편사항 해소에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였음
② 고객과 식검이 함께 만족하는 Win-Win 실현으로성과 배가혁신 성과 및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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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에서 발견되는 가루깍지벌레科(Pseudococcidae)의 약충태 동정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서 수 정
세계적으로 감귤류를 가해하는 가루깍지벌레科의 곤충은 76종(Miller 등, 2005)이 기록되
어 있으며, 이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은 Maconellicoccus hirsutus (Green), Nipaecoccus
viridis(Newstead), Planococcus citri (Risso), Pseudococcus calceolariae (Maskell),
Pseudococcus longispinus (Targioni Tozzetti) 및 Pseudococcus viburni (Signoret) 6
종이다(Gullan, 2000; Miller 등, 2005). 우리나라에서도 귤가루깍지벌레는 장미, 선인장류
및 온실의 관엽식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 등, 2002).
검역현장에서 살펴보면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는 자몽, 라임 및 오렌지에서 P. citri
(7건), Ps. longispinus (6건) 및 Ps. calceolariae (3건) 3종이 검출되었다(표 1). 이들은 암
컷 성충으로 발견될 경우 동정이 가능하지만, 약충태(immature instars)로 발견될 경우 屬 또
는 種 수준으로 동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귤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루깍지벌레科 약충태 6
鍾에 대한 검색표 및 형태적 특징을 제공하여 검역현장에서 활용코자 한다(표 2).
표 1.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가루깍지벌레科 6種에 대한 검역해충지정 여부 및 검출건수
(’
96. 1 ~ ’
05. 8)
검역
해충

검출
건수

감귤류(Citrus spp.)에서
검출된 정보

Maconellicoccus hirsutus (Green)

◯

-

-

Nipaecoccus viridis (Newstead)

◯

-

-

Planococcus citri (Risso)
귤가루깍지벌레

-

25건

미국(자몽·라임, 7건)

Pseudococcus calceolariae (Maskell)

◯

5건

뉴질랜드(오렌지, 1건), 호주
(오렌지, 1건), 미국(자몽, 1건)

Pseudococcus longispinus (Targ.-Tozz.)
긴꼬리가루깍지벌레

◯

391건

Pseudococcus viburni (Signoret)

-

-

학명

호주(오렌지, 2건), 뉴질랜드
(오렌지, 4건)
-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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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류에서 발생하는 가루깍지벌레科 약충태 검색방법 1. 더듬이는 6마디이다
- 더듬이는 7마디이다

2
11

2. 항문고리(anal ring)의 폭은 3.5㎛이하이다. 항문엽가시털융기부(anal lobe cerarii)에만
쌍을 이룬 뭉뚝한(원추모양 또는 창끝모양) 센털(setae)이 있다. 앞다리종아리마디(tibia)는
발목마디(tarsus보다
)
짧다 (1령충)
3
- 항문고리의 폭은 3.8㎛이상이다. 적어도 항문엽가시털융기부와 항문엽전가시털융기부
(penultimate cerarii)에 쌍을 이룬 뭉뚝한(원추모양 또는 창끝모양) 가시털이 있다(항문
엽가시털융기부에만 가시털이 있는 M. hirsutus 의 2령충 수컷은 제외). 앞다리종아리
마디는 발목마디와 같거나 길다
4
3. 항문엽막대(anal lobe bar)가 없다
Pseudococcus spp. (1령 약충)
- 항문엽막대가 있다
Planococcus citri, Maconellicoccus hirsutus, Nipaecoccus viridis(1령 약충)
4. 등면에 칼라분비관(oral collar tubular ducts)이 흩어져 있거나 대개 가장자리를 따라 한
정되어 있다
2령충 수컷
- 등면에 칼라분비관은 없다(일부 種의 경우 배면에 있음)
5
5. 등면에 가느다랗거나 뭉뚝한 창끝모양의 센털이 줄지어 있다
- 등면에 창끝모양의 가시털이 없으며, 채찍모양의 센털이 있다

6
7

6. 등면에 창끝모양의 센털은 가늘며(그림 2e), 길이는 대략 10㎛이며 더듬이의 길이는 200㎛
이하이다. 항문고리 폭은 50㎛이하이다
Nipaecoccus viridis 2령 암컷
- 등면에 창끝모양의 센털은 뭉뚝하며(그림 2), 길이는 대략 15㎛이며 더듬이의 길이는
220㎛이상이다. 항문고리 폭은 60㎛이상이다
Nipaecoccus viridis 3령 암컷
7. 버섯꼴분비관(oral rim duct)은 등면과(또는) 가장자리쪽에 존재한다
- 버섯꼴분비관은 없다

8
9

8. 가시털융기부는 경화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가시털융기부 등면에 2개 이상의 버섯꼴분비
관을 가지며(그림 2d), 가시털융기부 가까이에 작은 도관은 없다
Maconellicoccus hirsutus 2령 암컷
- 항문엽가시털융기부와 종종 항문엽전가시털융기부는 경화되어있다. 등면에 버섯꼴분비
관은 없거나 여러 개가 있으며 (그림 2b), 일부 가시털융기부 가까이에 보다 작은 관
(duct)이 하나 더 있다
Pseudococcus longispinus 2령 암컷
9. 가시털융기부는 경화되어 있지 않다. 항문엽막대모양(anal lobe bar)은 뚜렷하다
Planococcus citri 2령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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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엽가시털융기부만 경화되어 있다. 항문엽막대모양은 불확실하다

10

10. 눈(eye)의 가장자리에 단순한 구멍(simple pore)이 있다
Pseudococcus viburni 2령 암컷
- 눈의 가장자리에 단순한 구멍이 없다
Pseudococcus calceolariae 2령 암컷
11. 눈의 가장자리에 단순한 구멍이 있다. 항문엽가시털융기부만이 경화되어 있다
Pseudococcus viburni 2령 암컷
- 눈의 가장자리에 단순한 구멍이 없다. 항문엽가시털융기부와 항문엽전가시털융기부는 경
화되어 있거나 어떤 가시털융기부도 경화되어 있지 않다
12
12. 18쌍 또는 6쌍이하의 가시털융기부 어느 것도 경화되어 있지 않다. 가시털융기부의 보조센
털(auxiliary setae)은 있거나 없다
13
- 17쌍의 가시털융기부중 항문엽가시털융기부는 경화되어 있다. 보조센털은 적어도 일부
가시털융기부에 있다
14
13. 등면에 버섯꼴분비관이 가로열로 있다. 가시털융기부는 6쌍이하이다. 때때로 보조센털이
있다
Maconellicoccus hirsutus 3령 암컷
- 버섯꼴분비관이 없다. 18쌍의 가시털융기부가 있으며, 보조센털은 없다
Planococcus citri 3령 암컷
14. 일부 가시털융기부 가까이에 하나의 버섯꼴분비관이 있으며, 복부의 모든 가시털융기부 가
까이에는 보다 작은 관이 있다
Pseudococcus longispinus 3령 암컷
- 버섯꼴분비관이 없다
Pseudococcus calceolariae 3령 암컷
표 2.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가루깍지벌레科 6種의 령기(instars) 및 種 구별을 위한 형태적 특
징(Miller, 1999; Gullan, 2000)
1령충

형질
학명

2령충 암컷

3령충 암컷

항문엽 가시털 눈가장
항문엽 가시털 버섯꼴 더듬이 눈가장
가시털 버섯꼴
자리
자리 항문엽
막대 융기부 구멍 막대 융기부 분비관
막대 융기부 분비관
구멍

M. hirsutus

◯

1～2

×

◯

3～4

◯

7

×

N. viridis

◯

8～10

×

×

8～10

×

6

×

P. citri

◯

18

×

◯

18

×

7

×

◯

18

×

Ps. calceolariae

×

17

×

불명확

17

×

7

×

넓고
불명료

17

×

Ps. longispinus

×

17

×

◯

17

◯

7

×

◯

17

◯

Ps. viburni

×

17

◯

×

17

×

7

◯

×

17

◯

3～4

◯

넓고약하
게 경화 8～10

×

◯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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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루깍지벌레科(Pseudococcidae) 암컷 성충 후복부 모식도.

그림 2. 2령 암컷의 후복부 등면; (a) Ps. calceolariae, (b) Ps.
longispinus, (c) Ps. viburni, (d) M. hirsutus, (e) N.
viridis, (f) P. ci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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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혹 선충의 검출동향 및 분류동정기술 ◀

중부지소 조사과 전 명 승

I. 서 론
뿌리혹 선충류(Meloidogyne spp.)는 내부기생선충으로 식물기생선충중에서 가장 식물에
피해를 크게 주는 그룹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시설 채소류 재배 단지나 인삼재배지에서 크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식물류를 통해 유입되는 뿌리혹 선충 검역을 통해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제방
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입량이 많아지고 수입품목 또한 다양해지면선, 뿌리혹 선충
의 검출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뿌리혹 선충의 최근 검출동향을 분석하고, 분류동정기술
을 소개함으로써 검역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한다.

II. 뿌리혹선충의 검출동향 및 분류동정 기법
1. 일반적 특징
뿌리혹 선충은 내부기생성으로 수컷과 유충은 전형적인 선충모양인 반면, 암컷은 몸통이
둥글고 목이 돌출되어 있어 서양배 모양이며 구침과 구침절구가 있으며, 구침절구는 둥글고,
배설공은 절구의 후방에 있다. 피해는 뿌리에 침입한 2령 유충이 이동분산하여 정착한후 특수
한 생리활성물질을 방출하여 거대세포(혹)를 형성하고, 양분 및 수분이동 및 흡수기능이 저하
됨에따라 조기시들음, 위축 증상이 일어나고 수확량도 감소하게 된다.
뿌리혹 선충은 유럽, 지중해연안, 구소련,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진역에 분포하며, 채소류, 화훼류등 2,000여종의 식물에 피해를 준다.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뿌리혹 선충은 80여종이며, 국내에는 고구마 뿌리혹선충(Meloidogyne
incognita
), 땅콩뿌리혹선충(M. arenaria), 당근뿌리혹선충(M. hapla), 자바뿌리혹선충(M.
javanica)등 4종의 주요선충이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연작에 따른 감염 확산으로 과채류의
시설재배지의 경우 50% 이상이 뿌리혹선충에 감염되어 있으며 연간 손실액이 약 2,500억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뿌리혹선충의 방제는 살선충제 및 객토에 의존하고 있으나 완벽한
토양소독이 어렵고 토양 깊이 잔존하고 있는 유충이 관개수나 경운 등에 의해 재오염되는 악순
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윤작이나 저항성품종 육성등의 효과적인 방제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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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식물검역의 측면에서 국내 미분표 종의 유입방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검출동향
수입식물에서 검출되는 주요선충류는 Aphelenchoides sp.(25%), Ditylenchus sp.(11%),
Pratylenchus sp.(9%), 기타(41%) 등이며 Meloidogyne sp.는 14%의 비율로 검출되고 있
다. 현재 5종의 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 fallax, M. mali, M.
mayaguensis, M. naasi)이 관리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들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감자(46%), 고무나무묘목(21%), 도라지(8%), 생강
(9%), 석류나무묘목(3%)등 에서 많이 검출되었고, 그밖에 우엉, 필로덴드론묘, 수초묘목등 다
양한 화훼묘목에서 검출되고있다.(표1).
수입국

중국

품 목

검출종

검출건수
2004년(1~12월)

2005년(1~6월)

고무나무묘목

Meloidogyne sp.
M. incognita

5
2

18
-

생강

Meloidogyne sp.
M. incognita

-

8
2

석류나무묘목

Meloidogyne sp.

-

4

도라지

Meloidogyne sp.
M. incognita

5
1

4
-

우엉

Meloidogyne sp.

-

2

필로덴드론묘

Meloidogyne sp.

-

1

M. chitwoodi

-

51

기타
미국

감자

표 1. 주요국가 및 품목별 검출 건수

2005년 상반기 검출식적은 2004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생강, 우엉, 필로덴드론묘에서새롭게
검출되었다. 검출종은 관리선충인 Meloidogyne chitwoodi, 잠정규제선충인 Meloidogyne
sp. 비검역 선충인 Meloidogyne incognita, Meloidogyne hapla등이 검출되었다(표2).
검출종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sp.
Meloidogyne incognita
Meloidogyne hapla
계
표 2. 연도별 검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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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1
5
1
27

2005년상반기
48
40
3
1
92

Ⅳ.병해충 검사

3. 분류동정기법
뿌리혹 선충의 분류동정 방법은 형태적 분류, 암컷의 perineal pattern 분류법, 기주반응을
이용한 분류법, 효소표현형의 차이를 이용한 분류법등이 있으며, 최근 분자생물학적 분류방법
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형태적 특징을 이용한 분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체폭, 두부
주름수,구순판 모양, 구침길이, 유충의 꼬리모양등 각 부위의 특징과 형태 수치값을 이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종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암컷의 perenial pattern의 형태에따라 분류동
정을 한다. 그러나 유충만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한 분류동정이 어렵고, Perenial pattern을
이용하여 동정할 경우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며, 개체간 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 동정에 전문
성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PCR 및 효소표현형을 이용한
동정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1. Malate dehydrogenase and estrase phenotypes detected in 4 major root-knot
nematode species of Meloidogyne arenaria(MA), M. hapla(MH), M. incognita(MI), and
M. javanica(MJ).

Fig.2. The patterns of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of the mitochondrial DNA (COⅡ
/LrRNA) from defferent species of root-knot nematode. (A) HinⅠ digeston,
i (B) Mse
Ⅰ digestoi n and 'UD' means undigested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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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지의 효소표현형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뿌리혹선충 암컷의 동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원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esterase와 malate dehydrogenase등 2가지의 효
소표현형을 이용하여 국내에 분포하는 주요 4종의 뿌리혹선충 암컷의 동정이 가능하였다고 보
고하였다(2, Fig.1.). PCR을 이용한 동정법은 뿌리혹선충의 mitochondrial DNA를 target으
로 국내에 분포하는 4종의 뿌리혹선충을 유충단계에 까지도 동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P r i m er는 C O ?( 5 ' - G T CA AT G T T C AG A A AT T T G T G G - 3 ' ) L r R NA ( 5 ' TACCTTTGACCAATCACGCT-3')이 사용되었고, PCR조건은 denaturation 95℃ 1분,
annealing 58℃ 30초, extention 72℃ 1분(최초 denaturation 95℃ 5분 포함), final
extention 72℃ 10분의 조건으로 35회 반복하였다. 3종의 뿌리혹선충(M. arenaria, M.
incognti a, M. javanica)에서 1.7kb의 증폭밴드가 나타난 반면, M. hapla의 경우 500bp 부
근에서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3종의 뿌리혹선충과 구별이 가능하였으며, 증폭산물을 Hin
Ⅰ, MseⅠ등의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3종의 뿌리혹선충도 동정이 가능하였다(1,3, Fig2.).

III. 결 론
뿌리혹선충은 식물에 피해가 큰 선충으로, 국내에서도 재배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여러 국가와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으므로,다양한 동정기법을 도입하여 정확한 분류동정
으로 미 분포 종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검출된 선충의 정확한 분류동정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의 형태적 분류방법은 개체간의 변이가 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방법으로,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다양한 분류동정 기법들을 검역현장에 접목하
여 형태적 분류동정의 보충자료로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류동정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Blanka Tesarova, et al. 2003. Development of PCR for Specific Determination of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incognti a. Plant Protect. Sci. 39(1): 23-28.
2. Cho Myoung Rae, et. al. 2000. Distribution of Plant-parasitic Nematodes in Fruit
Vegetable Production Areas in Korea and Identification of Root-knot Nematodes by
Enzyme Phenotypes. Korean J. Appl. Entomol. 39(2): 123-129
3. Hyerim Han, et. al. 2004. PCR-RFLP Identification of Three Major Meloidogyne Species
in Korea. J. Asia-Pacific Entomol. 7(2): 171-175.
4. Hyerim Han, et. al. 2005. Current studies on Taxonomy and Identification of Plant
Parasitic Nematode by Molecular Biological Approaches. TALS(http://www.alcri.or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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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식물검역연구회
국립식물검역소는 변화하는 국내·외 검역여건에 부응하고, 선진 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식물검역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 및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의 취지하에‘04년 10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본 연구회는 7개 분과위원회(행정, 정보분석, 전산, 병, 해충, 잡초, 검사소독)
와 운영위원회로 구성, 총 315명(산·학·관 회원 66명, 직원 249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연구회의 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집중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워
크샵, 심포지움, 자료 발간 등 년중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검역기획 및 정책·연구업무를 다루는 본소직원과 현장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과학적 검역기법
개발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국내외 식물검역 및 병해충 정보수집 및 분석, 병해충 동정기
법·소독기법 개발, 식물검역제도 개발, 국내외 기관·학계와 공동연구, 국내외
전문가 초청 연찬회·학술 발표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병리분과·해충분과 학술발표회 개최 》
식물검역연구회 병리분과(회장 위험평가과 한상진사무관), 해충분과(회장 위험평가과장
오병석)는 식물검역 연구회의 활성화 방안과 각 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교류증진, 새
로운 지식 습득에 의한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식물검역 연구회 학술 발표회(병리분
과: 7.15 ~ 7.16, 해충분과 : 9.2 ~ 9.3)를 가졌다.
병리분과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문재선 박사의“DNA 칩을 이용한 바이러스
신속대량 검사방법 및 검역병원체 검사에의 활용 가능성”
을 주제로 초청 강연과 회원들의 연구
과제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해충분과 학술발표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과제 발
표 후 현행 식물검역연구회 해충분과를“해충연구회(가칭)”
로 승격시켜 독립적·자발적인 연
구동호회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해충과련 식물검역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취합하
여 식물검역 조사연구사업 과제로 제시하고 해충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로 결성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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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현장에서 검출되는 나비목 해충현황 및
석류명나방(Ectomyelois ceratoniae (Zeller))에 대한 검토

인천공항지소 조사과 박 영 미
나비목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종(동물계 10%)을 차지하는 큰 그룹으로, 해충으로
알려진 종중 약 40%를 나비목이 차지하고 있다(식물보호학회, 1986). 나비목에 속하는 해충은
성충이 과실을 흡즙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충태로서 작물에 피
해를 준다. 유충의 먹이선호성은 수목류을 섭식하는 것과 채소 및 초본류를 섭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나 간혹 수목류와 초본류 모두를 섭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나비목에 속하는
해충은 대부분 광식성일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암컷이 300-3000개의 알을 산란할 정도로 번
식력도 뛰어나며 이동성 또한 뛰어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중요한 해충이다.
본 조사에서는 지난 10년간(1996-2005) 우리소에서 검출된 나비목 해충의 현황을 분석하고
석류에서 검출되는 석류명나방(Ectomyelois ceratoniae (Zeller))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병해충 검출비율(1996. 1.~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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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충목(目)별 검출비율(1996. 1.~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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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해충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곡물 해충으로 곡물 해충류의 대부분인 딱정벌레목이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비목 해충은 검출 해충 중 2,940건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3. 나비목 해충 검출동향 (1996. 1. ~ 2005. 8.)
검역시 검출되는 나비목 해충은 전체
해충검출 동향과 마찬가지로 화랑곡나방
(37%)와 줄알락명 나방(8%)등 곡물해충이
전체의 약 50%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
목할 것으로 최근 검출되는 Euzophera
sp.가 전체의 8%로, 이는 주로 최근 2년간
(2003-2004)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된 결
과이다.

4. 석류수입현황 및 해충검출 동향
석류는 8월을 시작으로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집중 수입되는 품목으로 지난 10년간
(1996-2005)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850회 수입되었으며, 그중 이란산이 88%(749회)
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54%(461건)가 해충 검출되었고 검출 해충의 88%(408건)가 나비목
해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명나방과 유충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실험실내에서 사육하여 성충으로 우화시킨 후 분류전문가에게 동정 의뢰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산 2♂
Ectomyelois ceratoniae (Zeller) 석류명나방

(한국미분포)

◆ 이란산 2♂
Euzophera sp. 혹은 Euzopherodes sp.
※암컷 성충 미확보로 정확한 동정이 어려움.
동정일: 2003. 12. 8

동정자: 인천대학교 배양섭

위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산 석류에서 검출된 종은 석류명나방(Ectomyelois ceratoniae
(Zeller))으로 동정되었으나,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종은 표본확보 미비로 정확한 종동정
이 되지 않았으나 서로 다른 종으로 동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소 영남지소에서는 본 결과를 바
탕으로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명나방류를 Euzophera sp.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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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류에서 검출되는 명나방유충의 피해 증상
○ 과일 배꼽부위(꽃자리)에 실크의 흔적이 있으며 유충은 배꼽주변으로 배설물을 냄 (그림 1)
○ 유충이 과일내부로 파고 들어가 내부에도 배설물이 있음(그림 2)

그림 1. 과일 외부 피해증상

그림 2. 과일 내부 피해증상

그림 3. 석류에서 검출되는 명나방유충

6. 우즈베키스탄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석류명나방(E. ceratoniae (Zeller))
○ 분류학적위치
Lepidoptera 나비목
Pyrallidae 명나방과
Phycitinae 알락명나방아과
○ 분포 : 이란, 이라크, 유럽, 알제리아, 이스라엘, 터키, 남아공, 미국등
○ 기주 : 석류, 마카다미아, 대추야자, 감귤류 등
○ 생태
- 년 3-4세대 발생 (이란 석류)
- 성충은 봄에 1개 또는 8-10개씩 석류 배꼽 속에 산란
- 번데기는 과일 속에서 이루어져 번데기로 월동
○ 유충형태
- 노숙유충의 체장은 약 20mm로 체색은 옅은 살구색에서 미색으로 코드링나방 유충과 비슷
○ 성충형태
- 날개편길이는 약 20mm로 앞날개 색깔은 회색으로 뚜렷한 특징이 없음

그림 4. 석류명나방(E. ceratoniae (Zeller))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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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명나방유충
(Euzophera sp. 혹은 Euzopherodes sp.)
○ 분류학적위치
Lepidoptera 나비목
Pyrallidae 명나방과
Phycitinae 알락명나방아과
○ 유충형태
- 노숙유충의 체장은 약 20mm로 머리는 옅은 갈색이며 체색은 미색으로 석류명나방 유충
과 매우 흡사함 (그림 5)

그림 5.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유충

그림 6. 번데기 형성 모습 (이란산 석류)

○ 성충형태
- 날개편길이는 약 20mm로 앞날개 색깔은 회색임
- 앞날개 내횡선이 뚜렷하며 아외연선이 물결모양
으로 뚜렷함
- 앞날개 중실 끝에 고리모양이 뚜렷함

그림 7.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명나방
유충의 성충 모습

8. 고찰
○ 석류 수입물량의 약 90%가 이란산이며 그중 50%이상이 유충 검출되고 있음
○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된 유충의 동정결과가 각 지소마다 다르게 처리되고 있어(인천공항지소;
명나방과, 영남지소; Euzophera sp.) 통일된 결과처리가 요구됨
○ 또한, 본 명나방 암컷성충을 확보하여 정확한 분류동정이 시급함

9. 참고문헌
○ Neunzig, H.H., 1990. Pyraloidea, Pyralidae (part) in Dominick, R. B., et al., The
moth of America North if Mexico fasc. 15.3. 165pp
○ Mehrnejad, M.R., 1995. The carob moth, a pest of Pistachio nut in Iran. Acta
Horticulturae, 419: 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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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장소 기관 탐방 - 영남지소 구미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구미출장소는 2002년 1월 중국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 후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반입을 허용한다는 공고함에 따라 구미
지역 수출업체들의 요청으로 2002.3.1일
9 구미주재실을 설치하였다.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여러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구가 있었을뿐 아니라 구미원예수출
공사의 국화절화, 경북지방의 사과, 배 수출식물 검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03. 7. 25일
출장소로 승격되었다.
영남지소 산하 구미출장소는 20평(사무실 10평, 실험실 10평)의 청사에 직원 4명(검역관
4명)이 30종 47대의 검역장비를 운영하며 경상북도 중북부지역 15개시군을 관할하면서 신속한
수출식물 검역지원을 해오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서는 사과, 배, 국화절화, 종자로서
2004년도에 이들 품목의 수출 검역건수는 818건으로서 사과수출 시즌이 한창인 때에는 하루
동안 6개시·군에 차량 한대로 464km를 운행하
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목재포장재 증명서 발급 또한 8,669건으로 우리
나라 수출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기타 검
사업무로서 사과ㆍ배 수출단지관리, 분재수출
단지 관리, 격리재배검사, 외래병해충예찰, 해외
병해충 모니터요원 관리, 명예식물검역 감시원
관리 업무를 동시에 겸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므로 10평을 더 확보하여
민원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다.
<구미출장소 전직원의 화합된 모습>

<사과 수출현장검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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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 1村(충주시 수안보면 선권·복계마을)
▶ 일손돕기 및 특산물 구매 ◀
국립식물검역소 직원 20여명은‘05.7.21. 1社 1村 결연마을인 충주시 수안보면 선권·복계
마을에서 옥수수 수확·선별·포장작업 등의 일손돕기“농촌현장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일손
돕기가 끝난뒤에는 그날 수확한 농산물 일부(감자, 옥수수등 180여만원)를 구매하여 마을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20일 선권·복계마을 주민의『식물검역현장체험』
에 대응한 식검 직원의
『농촌현장체험』
행사이기도 하나, 계속되는 장마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마을 주민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원들이 내일처럼 나서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와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행사이기도 하였다.

▶ 식검직원과 마을 주민과의“한마당 화합의 장”행사 실시 ◀
국립식물검역소 직원 20여명은‘05.8.19. 선권·복계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한마당 화합의
장”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
05.6.20. 실시한“식물검역현장체험”
과‘05.7.20에
. 열린
“마을 일손돕기 및 농산물 구매”
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식검 직원들을 초청하
여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등 농촌체험을 하였으며, 주민과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다시한번
자매결연 마을과의 우의를 다졌다. 또한 이날 식물검역소는 초대해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
로 사물놀이기구1 세트를 마을에 기증하였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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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05년 식물검역 현장체험 학습행사 ◀
검역현장 견학 및 병해충 표본제작 등 다양한 체험행사 가져...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7.20일부터 8.1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수도권과 제주지역의 초·중
학생 및 일반인 5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공항·인천항 및 제주지역에서“식물검역 현장
체험 학습행사”
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농업과 소중한 자연환경을 해외 병해충으
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식물검역현장”
을 널리 소개하기위
해“현장체험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제주지소에서는 참가자들이 제작한 곤충표본
을 한달간 건조 과정을 거쳐 표본상자로 만들어 해당학교에 증정하였으며 각 학교에서는 이를
과학실에 전시하여 학생들의 자연 학습에 이용할 예정이라고한다.
식물검역소의 체험행사는 2003년에 처음으로 초등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해
를 거듭할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인원이 참가 신청을 함으로써 여름방학 기간동안의 초·중학생
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 인천공항지소 》
○ 기간 :‘05.7.25 ~ 8.4. 기간중5일
○ 장소 :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
○ 참가자 : 176명
○ 주요내용
- 식물검역홍보 비디오 상영
- 인천공항 수입식물 검사현장
및 실험실 견학
- 공항여객터미널 및 북측방조제
등 공항외곽 견학 등
인천공항지소 현장체험기념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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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 실험실 - 곤충관찰

식물검역홍보 비디오 상영

《 중부지소 》
○ 기간 :‘05.7.26 ~ 8.5. 기간중6일
○ 장소 : 중부지소, 인천항
○ 참가자 : 201명
○ 주요내용
- 식물검역홍보비디오 상영
- 병해충분류동정실험실및표본실견학
- 식물검역현장(바나나수입, 수입원목
생산현장, 밀가루생산현장 등) 견학
중부지소 - 인천항 견학

바나나 수입검사현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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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주요시설 견학

중부지소장과 대화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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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소 》

제주지소 현장체험 기념

○ 기간 : 7.20. ~ 8.12. 기간중3일
○ 장소 : 제주지소
○ 참가자 : 56명
- 남초등학교(17명), 초등학교(18명)
한라중학교(21명)
○ 주요내용
- 식물검역홍보비디오 상영
곤충표본 제작법 프리젠테이션,
딱정벌레 및 나비류 표본제작,
표본실 및 금지병해충소개 등

해부현미경을 이용한 해충관찰

곤충표본 제작 실습

현장체험 참가자들이 제작한 표본

곤충표본 소속 학교 증정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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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설명회 개최 ◀
‘05.9.6.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업체 및 목재포장재 업체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중국·EU·캐나다 등 각 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검역 규제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식물검역소 측에서는 목재포장재 국제기준, 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기준, 우리나라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중량물포장협에서는 목재포장재 대체용기
및 클레임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신선수출농산물에 대한 청산실증시험 추진협의회 개최 ◀
‘05.9.13. 국립식물검역소 대강당에서는 농림부 식품산업과 박주환 사무관 등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선수출농산물에 대한 청산실증시험 추진협의회”
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산 실증시험에 대한 기관(협회)별 역할분담과 청산실증시험 평가단 구성 및 역할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루어졌다.

청산실증 시험 평가단 구성 및 역할
○ 평가단 : 농림부, 농촌진흥청, 광양시, 마산시,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화훼수출
협회,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참여수출업체, 참여수출입식물방제업체, 식물검
역소
○ 역할 : 식물검역소에서 청산실증시험의 약효·약해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평가단에서 상정하면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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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위반행위”특별단속 ◀
‘05.9.8일부터 1개월간 추석 전 후로 수입식물 보관창고, 부두초소, 야적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수입식물보관창고, 야적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예식물검역감시원과 합동
으로 각 지역별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체화물 △검역미필 및 지연사항 △소독·폐기
또는 반송 명령위반사항 △수입금지 농산물 판매여부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한편, 단속팀은 적발되지 않은 업체라도 식물검역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입자·수
입농산물 판매상인·곤충판매상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살아있는 외국곤충 불법 판매 금지
△불법 수입농산물 판매자 신고 △홈페이지의『부조리 신고센타 및 검역처분 불만신고 센타』
운영 식물방역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 태풍‘나비’피해지역 일손돕기 나서... ◀
‘05.9.8. 태풍‘나비’
의 영향으로 수확 직전에 있는 울산지역의 대미 배 수출재배단지 전지역
(143ha에
) 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40%까지 평균 20%이상의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립
종자관리소 영남지소에서는 이를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05.9.8~9.1일
0 까지 낙과과일 수
거와 찌ㅅ어진가지 정리등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위한 일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울산지역에
서는 품질이 좋고 상품성이 뛰어난 신고배 및 황금배가 생산되고 있어,‘99년부터 울산의 배
재배농가 중 116농가 140ha가 대미수출단지로 지정되어 매년 배를 수출해 왔으며, 금년도에
는 총 600M/T의 울산배를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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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1. 식물류를 수입할 때는 언제까지 검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수입식물류가 우리나라 공항·항구·통관역(내륙컨테이너 기지 포함)에 도착되면 그곳
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소 지·출장소장에게 지체없이 검사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하
며 검사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해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하역한 부두 또는 비행장내에 있는 검사장소 또는
통관역이나 통관장내에 있는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입일(입항·입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하며
나. 상기 이외의 검사장소(컨테이너 야적장, 내륙컨테이너기지, 창고 등)에서 검사를 받
는 경우에는 첫번째 검사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기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 경우에는 지연 신청에 대한 사유서를 제
출받아 지연 신청 유무를 판단하며,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지연 신청한 경우에
는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밀폐 또는 밀봉되어 병해충의 비산 위험성이 없는 화물이 다음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지나 신청한 경우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
① 수출자등으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아 지연된 경우
②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
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④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수송이 지연된 경우
⑤ 기타 지·출장소장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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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이 금지된 냉동과일과 채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
1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에 명시된 식물류
중 아래 식물은 냉동하더라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가. 규칙 별표 1 제3호의 호두의 열매와 핵자
예) 중국산 냉동호두(탈각호두 포함) 등
나. 규칙 별표 1 제7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예) 중국산 냉동감자, 냉동고추잎 등
다. 규칙 별표 1 제8호의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과실
예) 미얀마산 냉동고추 등
라. 규칙 별표 1 제9호의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예) 중국산 냉동배, 냉동사과, 냉동모과 등
마. 규칙 별표 1 제9호의 나무딸기속식물의 생과실 중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예) 미국산 냉동라즈베리(Raspberry), 냉동블랙베리(Blackberry) 등
○ 참고로 상기 식물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내
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식물검역증, 수출증명서 등) 또는 공
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곤충 ]
미국코넬대는곤충학자2명이새로발견한변형균류딱정벌레 65종의학명박업을하는과정에서
3종의 이름을 부시 행정부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고 발표. 이들곤충은 알버섯벌레과
Agathidium
속에 속하는 곤충으로서, 각각 부쉬(Bushi)체니이(Cheneyi),
,
럼즈펠디(Rumsfeld로
i) 명명
되었다.(이들 학명은 각각 A.bushi Miller and Wheeler, A. cheneyi Miller and Wheeler, A. rumsfeldi Miller
and Wheeler이다.)
부쉬는 오하이오주 남부와 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주에서 발견되고, 럼즈펠디와 체니이는 멕
시코남부국경지역에서발견됐다고한다. 부시(Bush), 체니(Cheney), 럼즈펠드(Rumsfeld) 이름뒤에
알파벳‘i’
로끝나야한다는국제곤충학명위원회의규칙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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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장소 소식
인천공항지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에 식물검역홍보 SMD 전광판 설치
인천공항지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중앙에 위치한 사무실 입구에
식물검역홍보 SMD 전광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주5일제 근무 확대로 매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증가하는 추세이
며, 1일 평균 33,000명의 해외여행객들이 출국
장을 이용하고 있어 SMD 전광판에 의한 식물
검역 안내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여행객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출국장 중앙에
설치된 SMD 전광판은 다양한 홍보문안과 동적
이미지 표출로 여행객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유도
하여 식물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소 자체적으로 전광판을 관리함으로써 유관
기관과 비교하여 획기적이고 주도적인 기관
홍보가 가능하여졌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 인천공항 검역현장 방문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
과 비서관 2명, 기자 2명이 지난 9월 12일 인천
공항내 식물검역소와 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현
장을 방문하였다. 식물검역소 소장님과 수의과
학검역원 원장님 그리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
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실험실, C.I.Q.
입국검사장, 화물터미널 등 검역현장과 더불어
인천세관 X-ray 정보분석실을 방문하여 근무관
계자로부터 여행객 휴대품 X-ray 검색 근무상황
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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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쌀 수출검사 진행
속초출장소에서는 2004년에 이어 금년에도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대북지원쌀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대북지원쌀 검사 계획량은 36,000M/T
이며, 육로 25,000M/T, 해로
11,000M/T
이다.
9월말 현재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지원되는 대북지원쌀 검사는 총 계획량 25,000M/T
중
22,000M/T(88%
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746M/T트럭7
(
0대분)에서 해충검출로 소독을 하였
고, 해로는 총 계획량 11,000M/T(항
2 차)중 5,000M/T (1항차 45%)가 소독 실시후 북한으로
지원되었다.
육상을 통해 지원된 22,000M/T
는 속초 대한통운 야적장에서 차량단위 검사 후 고성 통일전
망대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되었고, 해로로 지원된 5,000M/T는 동해항에서 선박을 통해 북한
(원산)으로 수송되었다.
대북지원쌀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유통공사, 대한통운 등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검
사하고 있다.

수입식물검역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9월 21일 속초출장소에서는 수입식물검역관련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먼저 식물검역 절차, 불편 불만 부조리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수입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식물검역 업무에 대한 수입업체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속초관세사 외 8개사 1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했으며 수입업체의 건의사항은 식물검역소에서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에대해는 최대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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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설명회 개최
중부지소는 7월 21일 회의실에서 명성종합포장 등 45개사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시 주의사항, 외국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및 관련서식 작성요령, 소독처리 증명 중단조
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았다.

수출입식물 검역대행업체ㆍ방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중부지소는 8.25일과 8.30일 수출입식물 검역대행
업체,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하동호 지소장은 관세사 및 수출입대행업체
등 임직원 23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패를 배격하
고 청렴하고 투명한 식물검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검역업무 처리시 느끼는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방제협회 및 방제업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한간담회에서는훈증소독위해사고방지및철저한
소독처리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소업무 세미나 개최
중부지소에서는‘05.9.8.부터 매월 2회씩 08:00~09:30까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사무분장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이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 자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내부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중부지소 하동호 지소장은 9월 16일 추석명절을 맞아 인천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자모원과
아동양육시설인 향진원을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자모원 원장과 향진원 원장에게
미혼모와 아이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부탁하고 지소직원들이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한 추석명절에 고향에도 못하고 일하는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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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청주출장소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사로 고객감동 실현
청주출장소(소장 이만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동일 종자에 대하여 수출검사 시 정밀검사
를 매번 실시하므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종자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본소에
건의하여“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사 요령(식검고시 제 2005-2호)”
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동 요령에 의해 우리출장소는 2005년 9월 현재까지 인도 수출용 양배추종자 12품종(3,718kg과
)
고추종자 9품종(1,456kg에
) 대해 사전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2회)하였으며, 이중 수출실적은
양배추종자 3건 1,086kg이며, 사전검사 합격 후 관리 중인 종자는 양배추종자 외 1종
4,088kg 가 있으며 향후 수출량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검역홍보
청주출장소는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증편운항에 따른 여행객의 증가로 식물검역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2005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설 및 추석절, 여름철 식물검역강화
기간 설정·운영과 관련하여 입간판·배너 설치,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부, 전광판 홍보, 어깨
띠 홍보, 리본 패용, 현수막 제작 게시,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등 홍보효과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식물검역에대한 불편·불만사항이있을 경우 신고 요령과
청주출장소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함을 널리 알렸다.

한국산 배 생과실 대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교육
청주출장소는 2005년 9월 20일 수출배단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대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동 대 캐나다 수출재배단지 15농가가 참석하였으며, 수출배 수확
및 선과장 반입요령, 선과장 관리기준 및
선과검사요령, 배에서발생하는 심식나방류
해설 및 캐나다측 규제대상 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아울러 단지에서 생산된 생과실을 대만
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 재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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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천안출장소
한국산 밤 대 미국 수출관련 간담회 개최
천안출장소(소장조정구)는‘05. 9. 13일에 논산시 양촌영농조합 법인 회의실에서 대미 밤수
출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경영부,
인천훈증(주) 및 대미밤수출업체 4개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수출검역 요건에 따른 수출 참여
기관별 관장업무와 검역절차를 설명하고 훈증 소독처리시 주의사항, 훈증소독된 밤의 저장 및
선적시까지의 제반 준수요령과 재오염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현장검역기간은 05.9.23.~
05.10.31까지 하기로 하였으며 훈증소독 장소는 2개소에서 400M/T을 훈증할 계획이며, 금년
도는 밤의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10-15% 증가하여 수출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휴대식물 검역을 위한 평택세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평택출장소(소장 이정태)에서는‘05. 9. 13일 평택세관 휴대품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해 식물검역안내 및 X-ray 검색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택세관 휴대품과와 우리소 직원
24명이 참석하여 식물검역의 임무 및 중요성과 불법반입 식물로 인한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X-ray 검색실습을 하였으며, 이는 2004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써 휴대식물검역 및 통관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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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소
식물검역“혁신참여광장”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영남지소에서는 2005년 8월10일 지소직원 및 출장소 혁신업무담당자 등 42명을 대상으로
혁신업무 참여요령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22일에는 본소 전산실에서의
전산담당관(심동욱)이 직접 강의하는 식물검역혁신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았다.

수입·검역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영남지소에서는 2005년 9월 9일 지소 대회의실에서 수입·검역대행사 등 28개 업체를 대상
으로 식물검역에 대한 불편·불만 및 부조리 신고방법, 식물검역업무와 관련된 부정·부조리
방지대책,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식물검역 사전준비 및 검사신청 안내, 식물검역업무 개선사항
및 검사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의 설명회를 갖고 각 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간담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검역소와 업체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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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안전검사 실태파악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
2005년 9월13일 부산식약청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의 수입농산물 안전검사 실태파악을 위한
CIQ기관 합동보고회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보좌관 최철원, 하진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보좌관 이덕준 등 총 4명이 방문하였으며, 각 기관 별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고질의·응답이 있었다. 우리소에서는냉동마늘의검역 현장을 둘러보았다.

부산식약청 대회의실

냉동마늘 검사 참관 중인 강의원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에서 발견된 병해충 동향
2005년 8월24일 검사한 중국산 표고버섯종균(24톤)에서 잠정규제 병원균인 Trichoderma
koningii(불완전균)이 검출되어 폐기명령이 내려졌다. 현장검사시 착안사항은 수입 당시 정
상인 표고버섯종균은 흰색으로 보이나 T. koningii 에 감염된 종균은 푸른색으로 보이므로 푸
른색으로 보이는 시료를 중점 채취하고 실험실 검사시에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Penicillium
sp. 와 구분하여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T. koningii에 감염된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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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소장 이임식
2005년 9월16일 영남지소 대강당에서는 지소 및 출장소 직원이 모인 가운데 영남지소
신현관 소장의 이임식이 있었다. 2005년 5월 6일자로 부임한 신 소장은 2005년 9월 20일자로
국무조정실 농업정책과장으로 전출되었다.

신현관소장의 이임식

지소직원들과 단체사진

쉬어가는 코너

[ 백만장자들의 공통점 ]
미국의`톰스스덴는『백만장자의정신』
에서백만장자1300명을대상으로연구조사한
백만장자의공통점을발표했는데첫째로, 백만장자가된사람들은꿈이있었습니다.
즉그들은내일을어떻게만들것인가에대한비전이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그들은기본기에충실한삶을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어떤특별한비결이있었던것이아니라누구나다알고있는것을바탕으로
성실하게꿈을이루어나갔던것입니다.
- 배훈의《인생에너무늦은것은없다》중에서* 꿈을가질것!
그리고기본기에충실할것!
이두가지에모든성공의해답이들어있습니다.
꿈이없으면내일이없습니다. 기본기가없으면오늘조차없습니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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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소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밀수된 일본산 주목나무 소각폐기 완료
호남지소 광주출장소(소장서용선)에서는 부산항을 통하여 밀수입한 주목(분재 7개, 정원수 4그루 : 시가 5억 5천만원 상
당)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사의지휘에 따라 소각 폐기하였다. 이 주목나무는 문○○이 2005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밀반입하였으며, 경위는 나무상자 안에 주목분재를 넣고 상자를 정원석과 마사로 위장하여 주목분재 7개를
2차례에 걸쳐 밀수하였으며, 마지막1회는 나무상자에 주목나무만을 넣어 정원석으로 부산세관에 허위신고하여 통관한 후
나주시 인근 농장에 하역하던 도중 광주세관과 나주경찰서 관계관에게 적발되었다.

주목나무(4그루)

주목분재(7개)

제주지소
소년소녀 명예식물검역 홍보요원 활동시작
제주지소에서는“식물검역현장체험학습”참가자중 식물검역에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식물검역홍보요원으로위촉하였다. 한라중학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서추천된8명의학생은9월 27일 제주지
소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식물검역에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받은 후 제주공항 C.I.Q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
였다. 명예식물검역홍보요원으로위촉된학생들에게는좀더다양하고신비로운자연과학의세계를학습할수 있는기회가제
공되고, 공·항만, 수출및 외래병해충예찰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식물검역에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 받게 되는데, 이렇게
습득한검역지식은각학교또는자신 홈페이지, 블로그등을통해식물검역을잘알지못하는학생들에게전파할예정이다.

명예식물검역 홍보요원 발족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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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연구시설 증축공사 완공
외래병해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2002년부터 국립식물
검역소 근무 연구직을 중부격리재배소로 배치하였으나 기존 실험 공간 및 사무실 등이 협
소하여 증축을 추진하였다. 추진일정을 보면‘04. 1. 18. 총 3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지방조달청과‘05. 4. 14. 공사입찰 및 계약을 맺고 동년 4. 22. 착공하여 8. 19. 완공
하였다. 본 증축 공간에는 병리실험실, 사무실, 검경실, 세미나실, 휴게실, 서고를 배치
하여 실험 공간 및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동일직렬이 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연구
효율 증대가 기대된다.

완공된 청사 전경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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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의 65일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이 준 익
인천에서 홍콩, 홍콩에서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에서 더반으로 장장 2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낸 끝에 도착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남단부에 위치하
고, 수도는 일반적으로 요하네스버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수도라 할 수 있고,
입법(케이프타운), 사법(블룸펜타인), 행정(프리토리아) 3개의 분권 도시로 특이하게 이루어진다.
2010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국, AIDS 환자가 공식적으로 30%이고, 인류기원의 유적을 가진 나라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면적은 남한의 약12배이나 인구는 남한 인구보다 조금 적고 인구비율은 흑인 75%, 백인 13%, 혼
혈 9%, 아시아계 3%이나 아르파헤이트(인종차별정책)철폐 이후 백인이 대거 타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언어는 공식적으로 11개 언어를 사용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한나라 안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경험 할 수 있다. 지중해성 기후로부터 열대,
사바나, 사막기후까지, 케이프타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물개섬, 남극의 펭귄, 세계 최고 호화열
차인 THE BLUE TRAIN, 풍부한지하자원(다이아몬드), 그리고 최상급의 사파리까지...... 인도인,
말레이인, 중국인, 유럽인, 흑인등등 한나라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공존한다.
선입견과는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융 선진국이고 금, 다이아몬드, 백금 등 지하자원과 식량
자원이 풍부한 축복 받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처럼 번성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실업의 문제가 있는
데 백인의 실업률은 5%, 흑인의 실업률은 50%일 정도로 현정부의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하여 상당부분 인종차별 문제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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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질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케이프타운(희망봉, 물개섬, 펭귄마을, 워터프론트포도농장, 테이블마운
틴) 지역과 크루거국립공원(천혜의 사파리 지역), 프리토리아, 죠지, 선시티(남아프리카공화국의라
스베가스)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금광촌 그리고 해양스포츠의 천국 더반 등이 주요 관광지이다.
현지검사차 지낸 더반시는 아프리카대륙에서 주요 항구도시이며 1824년 케이프식민지로부터 이
주하여 온 영국인들에 의해서 건설되어, 1835년 당시의 케이프식민지 총독 B. Durban경(卿)의 이
름을 따서 Durban이라고 명명하였다. 1870년대부터 항만도시로발전하기 시작하고 제당·석유·
고무·비료·식품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동쪽의 인도양 연안에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호텔·고층아
파트 등이 줄을 이어서 관광·휴양지를 이룬다. 1974년 7월 3일 홍수환선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챔피언을 물리치고 챔피언벨트를 획득 후 기자회견에서“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며 기뻐했던 곳
이 더반체육관이다.

더반항 전경

더반시 해변

영국이 인도 지배시 사탕수수재배를 위해 데리고 들어온 인도인들의 후손이 많이 정착하고 있어
인도의 여러 문화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통문화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겨울(6˜9월)동안
온화한 기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도 인기있는 10여일간 진행되는
해변축제가 열리고 더반국제영화제, 피터마리츠버그에서 더반까지 90㎞를 달리는 마라톤
(Comrades marathon-평균 1만2천명 참가)도 이 기간중에 열려 더반은 겨울이 무색하게 각종 다
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행객이라면 여름보다는 오히려 겨울을 선택해서 더반을 여행하는 것이 숙박
비, 항공비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볼 수 있다.
관광지로는 구시청을 개조하여 만든 자연사박물관과 전통박물관 그리고, 배를 직접 땅위에 올려놓
고 전시한 해사박물관 등의 여러 박물관과, 식물원, 동물원(새공원, 뱀공원, 악어공원), 놀이공원등
이 다양하게 있으며, 요트를 이용한 일몰관광도 즐길 수 있다. 시외로는 인근의 민속촌인 1,000Hill
공원, 줄루킹덤, 샤카랜드에서 남아공 최대종족인 줄루족의 생활양식과 전통춤을 볼 수 있고, 남아
프리카공화국에서 유일한 스키장이 있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을 여행하는 묘미도 즐겁다. 인도양 연
안의 유네스코에 지정된 산타루치아대습원, 높이 94m의 호익폭포가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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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있어 차종 구별 없이 평원을 누비며 숲 속을 사냥하듯이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해사박물관

더반 구시청(현 자연사 박물관 겸 도서관)

건기인 겨울이 동물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며, 참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화폐에 나오는 동물인 사자,
코끼리, 표범, 코뿔소, 물소를 빅파이브(Big 5)라고 부른다. 이 다섯 동물을 하루에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인데 그것은 평원이 너무 넓어서 기다리기 보단 찾아서 다녀야지만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
다. 관광지에는 항상 작은 규모라도 박물관이 있어 무료 혹은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들어가 누구
나 편하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감상하고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하다.
6-7월중 사딘(정어리)떼가 멀리 케이프타운에서 더반인근 해안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
이동하는 참치, 고래, 상어 등을 배에서 관광할 수 있고 때론 해수욕장에서 그물로 혹은 맨손으로 정
어리를 잡기도 한다. 바닷가에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모여드는 낚시꾼들로 붐빈다.
더반은 아시아인이 많다. 인도인과 중국인은 흔히 만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근처
가게에는 무, 배추, 상추, 사과 등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전통 음식재료 구입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 한국교포는 약 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세점, 사진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서로 연결
되고 왕래하면서 단합되어 있다. 교민들의 한국사랑은 대단하며, 관광객으로든 업무상으로든 그들
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변사람들은 묻는다“안전한 나라인가?”
라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어느 백인가정에서 이 질문
을 했더니“너가 이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들판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걸어서 멀리 여행을 다녀도
되고, 시장에서 쇼핑을 해도 된다. 단, 흑인이 없으면 안전하다.”라는 어느 백인의 대답이었다. 인
종차별적인 발언이지만 흑인이 빈곤 등에 따른 상실감이 팽배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가정집의
담장에는 1만 볼트가 넘는 전압이 흐르는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문 및 각 창에는 쇠창살이 설
치되고, 냉장고는 냉동실, 냉장실 각각 자물쇠가 자체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더욱 더 나를 당황하
게 만든 것은 경찰서의 경비조차도 일반 사설 경비업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승용차에는 기어를 잠그는 자물쇠 장치, 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쇠막대를 연결한 자물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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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야 차량 도난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차량경보기는 필수이다. 시내에서 일반 시민들은 비싼
반지나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며, 총기는 면허를 가지면 휴대가 가능하나 불법총기류(기관총, 수류탄
등)가 암거래되기 때문에 총기사고 및 대형마트나 카지노가 강도에게 현금을 털리는 경우도 있다.
관광객은 어디서나 표시가 나기 마련이다. 관광객으로 보이면 도둑과 사기꾼은 활개를 친다. 우리나
라에는 거의 없는 8K, 9K 금반지가 일반 서민의 귀중한 귀금속이며, 일반 상점에서 산 다이아몬드
는 믿을 수 없고, 가격 또한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다. 야간의 도보 관광은 위험하며, 외출시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같이 편한복장으로 다니고, 주머니엔 일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백인은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비교적 백인이 많이 거
주하는 케이프타운으로 이동하고 흑인들은 아직도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백인들은 멀리
더반항 전체가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언덕위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세블록만 내려가도 그날 일거리
를 구하지 못한 흑인들이 지나가는 차를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치와 빈곤의 그늘을 느낀다.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다니며 2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녀도 10년은 더 타도
된다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선금을 주고 수시로 잔금으로 치루면서 나이키운동화를 갖
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증시총액은 세계20위에 해당되는 금융선진국이나 실업율은 40%에 육박
하고, 복지면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선 정책이 있으나 이런 점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 평
일 오후 4시면 대다수의 상점은 문을 닫고 초과근무를 너무도 싫어하는(이혼사유에 해당) 그들이 거
대한 카지노, 로또복권과 경마는 성황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직업이 있다. 할인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계산원과 물건을 포장해주
는 사람이 따로 있다. 수레(카트)를 끌고 차량으로 밀어다 주며 물품을 트렁크에 실어주는 사람, 무
료주차장에서 후진을 도와주며 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튼 이들은 팁을 주면 주는데로 받지만
5랜드(800원)만 주면“Thank you my boss!"라는 소리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꽤 높은 답
례의 의미이다.
더반공항에서 만남의 기쁨에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이별의 슬픔
과 만남의 기쁨은 모든 이에게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국인인 내가 느끼기에는 이들의 가족간의 사랑
은 어느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도 귀국하면 이들처럼 나를 반기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타
국의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뿌듯해 왔다. 가족과 동료, 내나라 내땅
은 이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욱 더 그립다. 교포들과 환송회 겸 저녁식사를 같이할 때 나이가
지긋한 교포 한명이 부르던“고향의 봄”
이 지금도 가슴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다. 그는 평생 이 노래
속 가사처럼 아름다운 고향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가슴속에 짙은 그리움을 간직하
고 살아가는 것도 서글픈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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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의 공익생활

본소 서무과 공익 한 성 민
무덥게 달아오르던 여름이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새벽 바람을 맞을때
‘아.. 공익근무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가는 구나... ’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마치 멈춰있을 것만 같았는데..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지를 확인했는데‘국립식
물검역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집앞에 있는 안양시청으로 발령났으면 했는데 어디 붙어있
는지도 모르는 식물검역소라 많이 실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원인가해서 내가가서 비료나 농약
을 주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처음 찾은 식물검역소의 모습은 제
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식물검역소에서 맡은 임무는 사무보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주변과 사무실 청소, 복사,
이면지 도장, 우편물 발송 등등.. 이렇게 말하니‘꽤나 일이 많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거 같습
니다. 사실 일이 굉장히 편합니다. 평균 하루에 1~2시간정도 분량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지
는 나만의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을 잘 이용해서 군대에 간 친구들보다 앞서가야겠
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나약한 나인
지라 품고있던 생각을 끄집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토익공부니 독서니 신문탐독이니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20%정도 밖에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 14개
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
식물 검역소에 들어와 공익근무를 하면서 배운 것 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눈
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처리, 부서마다 다른 성격의 일, 사무실
내의 예의, 사람들과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제게는 큰 수확입니
다. 또 공익들 간의 생활도 좋은 경험입니다. 공익들 모두 살아온 환경이 제각각이고 성격도 다 다릅
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욱 더 배려해야하고 신경을 써야합니다.
비록 공익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행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
이 근무하던 공익중 1명이 근무를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 상태
에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 이란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신분은 군인에 속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아닙니다. 더욱더 책임감을 갖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공익들
모두 남은 기간 보람되고 책임감있게 근무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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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도라산 식물검역24시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조선형
개성공단개발, 시범 관광 등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 도라산CIQ을 통한 인원 및 차량 출입이 연
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검역 활동 범위 확대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육로 운송
은 항공기, 선박과 달리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탑승자는 소지품을 휴대
하고 하차 통관수속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차량검사를 받는다.
매일 출퇴근(공휴일은 남북교류 일정에 따라 근무)한다. 출퇴근 시 자유로(自由路)는 소통이 원활
하지만 남북의 왕래 차량이 늘어나면 정체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봄까지 개인 차량을 이
용했으나 현재는 남북교류 업무 전용차량(무쏘)으로 출퇴근하며 김포공항에서 1시간정도 소요된다.
임시출입시설은 200명 규모로 여러 기관이 출장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금년 12월말경 도로·철
도 본출입시설이 완공되며, 현재 공정율 60%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직제신설이(각 기관별 및 통
일부) 협조 하에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직제신설로 우리소 인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당국자간 회담이 있을 경우 회담시간 연기로 입경 예정시간 예측이 어려워 퇴근하지 못하고 이곳
에서 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잠자리는 숙소가 없어 책상, 소파, 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다. 야간 근
무를 하다 보면 이곳은(민통선내)로 주위에 민가가 없어 암흑세계로 변한다. 임시출입시설만 불이
켜져 있어 여러 가지 벌레들이 창문과 문틀사이로 기어 들어오며 말라리아모기가 발견되는 일이 종
종 있다. 현재 북한지역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런면에서 위험장소이기도 하다. 복지
부에서 계속 예찰하고 상주직원에게는 예방주사를 접종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검역은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05. 8월말 기준 1,376건
1,661Kg건
( 버섯, 건고사리 등 건조 농산물)을 검사 하였으며, 일부 흙이 부착된 개성인삼 14건
0.8Kg 폐기· 반송 조치하였다.
식물검역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식물검역이 결코 남북교류 증진에 장애요소가 아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예방검역에 주력하고 있다. 출입과 관련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검역의 중
요성 및 검역절차를 알리고 있다. 늘어나는 출입자에 대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위하여 북측 현지에
서 사전검사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을 강구할 필요성이 많다고 본다.
끝으로 태동하고 있는 남북한 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나누워 주시기
바라며 김포공항출장소 직원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글은“식물검역 혁신”
싸이트의 나만의 Know-How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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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식물검역동우회 남 영 락
마음속으로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봐야지 하던 금강산 관광을 식물검역 동우회가 주관하여 가게 되
어, 2005년 9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시 40분에 전세관광버스를 타고, 고성군에 있는 금강산
관광객 집결장소인 금강산 콘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식물검역동우회 회원 15명과 그 가족 7명을 합하여 모두 22명이 출발했다. 전일 태풍“나비”
가일
본에는 심한 피해를 남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모처럼 계획한 여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나, 출발당일 이외로 날씨가 좋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더니“금강산을 계절별로 부르는 이
름을 아느냐?”고 질문을 했다. 순간 나는 옛날에 배운 이름이 하나 정도 떠오르기는 하나 모두 기억
이 나지 않았다. 회원 부인 중 한분이 봄에는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풍
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이라고 대답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들을 까맣게 잊어
먹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홍천 인제를 지나 한계령을 넘을 때 동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눈 아래
펼쳐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가 거성, 화진포
등 동해안을 구비 구비 돌때 마다 흰 파도가 해변의 백사장이나 바위에 부딪치며 부서지는 것을 보
고 어떤 이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우리가 집결지인 금강산 콘도에 도착하여. 콘도주위를 돌아보며 휴식을 취한 후, 차에 오르니 현대
측 남자안내원이 차에 오르더니 남북양측의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호텔방까지 배정된 관광이용
권,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관광카드 등을 지급해 주고, 핸드폰은 관광지에서 사용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타고 온 버스에 놓아두고 가라고 해서 차에 두었다.
오후 3시 30분경 집결지에서 출발하여 통일전망대 주위에 있는 남측 출입사무소까지는 약 20분소
요 되었다.. 출국 절차를 마치자 현대에서 나온 다른 차에 바꾸어 탄 후 현대 측 여자 안내원은 북쪽
관광지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고성능 카메라를 가져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 하더라도 호텔정면을 촬영하되 다른 곳은 촬영하지 말라. 태극기나 미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지

64

2005-3호(제111호)

Ⅶ.기 고

말라, 재털이가 있는 장소 외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산에 관광할 시에는 계곡의 물에 손이나 얼굴
을 씻지 말라, 그들이 세워둔 비석 같은데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말라 등등의 주의사항이 있었다,
평소에 듣던 대로 다른 관광지에서 감히 찾아 볼 수 없는 규제가 있었다. 마음속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규제가 심하고 달러만 보태주는 금강산 관광을 무엇하려 가느냐는 이야
기도 있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결정하는데 내 나름대로 망설임이 없지를 않았다. 그러나 언제
통일 될지 모르는 현실에 꼭 한번은 아름다운 금강산을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광을 결심한 것이
니, 이정도의 기분정도 무시하자고 생각했다.
우리가 탄 차가 북방한계선에 가까이 가면서 안내원이 북측 땅이 어디서부터 인지 알려면 전봇대
색깔이 바뀌는 지점이 북한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정말 얼마가지 않아 전봇대 색깔이 바뀌었다.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북한 땅 이구나 짐작 했다. 남측 출입사무소를 출발한지 약 50여분 만에 도착
한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입북절차를 마치고, 우리가 예약한 해금강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금강산 관광 2박 3일중 첫째 날은 서울서 출발하여 해금강 호텔에 와서 자는데 까지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이북) 고성군, 금강
군, 통천군에 걸쳐 있으며, 동서의 너비는 약 40km, 남북의 길이는 약 60km로 그 면적은 약 53㎢
에 달한다. 이 산의 최고봉은 해발 1639m인 비로봉이고, 이 지역들을 크게 나누어 각각 외금강(外
金剛), 내금강(內金剛), 해금강(海金剛)이라부른다. 우리가 주로 관광하는 외금강에는 만물상, 비로
봉, 집선봉, 옥류동 구룡연, 상팔담 등이 있다.
그중 오늘관광은 구룡폭포(九龍瀑布)와 상팔담(上八潭)을 관광하는 날이다. 구룡연(九龍淵) 구역은
외금강의 대표적 관광코스이고 기암절벽이 절정을 이루고, 폭포가 많은 절승경계(絶勝境界)로 유명
하다.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도중에 크고 작은 바위사이를 흐르는 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였으며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따로 없었다. 계곡 양 옆으로 바위로 된 산의 모양도 기기묘묘하면서도 웅장
하고 아름다웠다. 구룡폭포까지 올라가는 데는 목란다리, 금수다리, 만경다리, 흔들다리 등 8개의
계곡 다리를 건너야 했고, 다리에 올라서면 제 각기 새로운 경치의 세계가 전개되었다. 자연의 아름
다움을 감상하며 구룡폭포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시간이 좀더 걸렸다.
구룡폭포(九龍瀑布)는 폭포 높이가 74m이며 중향폭포(衆香瀑布)라고도 한다. 구룡폭포는 십이폭
포, 비봉폭포, 조양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폭포 중의 하나다. 이 폭포 밑에는 아홉 마리 룡(龍)이
살았다는 길이 13m의 구룡연(九龍淵)이 있고 폭포의 상류에는 금강산 8선녀에 대한 전설을 가진 유
명한 상팔담(上八潭)이 있다.
이렇게 금강산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암(母巖)이 주로 화강암(花崗巖)과 화강편마암류(花崗
片麻巖類)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검은 운모 등이 섞여 색상이 아름답고,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융기와 풍화 및 삭발작용을 거치면서 수직절벽(垂直絶壁), 기암(奇巖), 괴석(塊石) 등을형성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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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한다.
폭포를 구경하면서 잠시 땀을 식히고, 상팔담을 보기 위해 구룡대에 올라갔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돌계단과 철 계단을 붙잡고 올라가야만 했다. 고생 끝에 구룡
대에서 상팔담을 내려다보니 계곡에는 크고 작은 웅덩이가 보였고 이 웅덩이가 8개 있어 상팔담이
라고 이름 붙어지고, 구룡폭포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상팔담 계곡의 물들이 모두 모여 구룡폭
포를 이룬다. 우리가 상팔담에 올라갔을 때 흰 안개가 끼여 시야를 가렸다가 또 금방 맑아져 산과 계
곡을 볼 수 있기도 했다. 안개와 구름 사이로 산과 계곡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면서 연출되는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장관 이였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온정리에 있는 옥류관으로 갔다. 한복을 입은 북쪽 아가씨들이 우리를 반
겼다. 잠시 후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다. 먹어 보니 시원하고 맛이 담백했다. 그것이 냉면 원래의 맛
인지도 모르지만, 설탕과 조미료에 젖어 있는 우리 입맛에는 그 져 시원한 맛 외에는 별다른 맛의 느
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오후 4시 반을 넘어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보러 갔다. 교예단의 공연은 소문
대로 정말 볼만했다. 공중회전, 널뛰기등 아슬아슬한 묘기가 가슴을 조였다. 인간도 훈련을 하면 인
간의 상식적인 한계를 넘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 같이 간 여자분들 중에는 저런 연기
를 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통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까지 했다. 교예단 공
연은 모두가 보기를 잘 했다고 이야기들을 했다.
오늘은 관광 3일째인 마지막 날이다. 삼일포와만물상을 관광하고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다.
삼일포로 가는 도중 우리가 놀란 것은 길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솔숲 속에 오래된 적송이 말라죽
어가는 것을 보았다. 금강산 경치를 좋게 하는 것은 산에 바위와 물과 소나무인데 수 백년 묵은 높고
거대한 소나무들이 말라 죽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자연과학
을 전공하고 식물검역업무에 오래도록 몸 바친 우리 일행이기에 일행 중 몇몇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
확인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아닌 것 같고, 솔잎혹파리 피해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좋은 경치를 이루는 소나무 군락지가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안타까움이 저려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내양의 말에 의하면 남측에서 와서 소나무에 주
사를 주었다고 하니 다소 마음이 놓였다. 금강산에는 약 940여종의 식물이 있고 그중 금강국수나무
와 금강초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한 식물이며 꽃피는 식물이 88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남
북간에 식물을 잘 보존하려면 서로 간에 식물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원래 삼일포는 강원도(이북) 고성군 삼일리(三日里)에 있는 호수로서 처음에 바다와 연결된 바닷물
호수였으나 동해안 지각의 융기현상으로 민물 담수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면적은 0.7㎢, 둘레
4.5km, 관동 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이다. 신라시대 때 영랑(永郞) 술랑(述郞) 남석랑(南石郞) 안상
랑(安祥郞)의 네 신선이 3일 동안 이 호수에서 놀다 갔다해서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사면
이 아름다운 산과 바위로 둘러져 있고,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와우도, 사선정(四仙亭) 몽천암(夢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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巖) 등 여러 가지 고적이 있고, 잔잔한 맑은 물, 이름모를 새들의 비행이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삼일
포에 대한 안내양의 설명에 의하면 옛날 신라 때 어느 왕이 이곳에서 하루만 머물겠다며 왔다가 경
치가 너무 좋아 삼일을 머물고 가서 삼일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한다. 이 호수는 백두산의 천지
연, 인근의 시중호와 함께 북한지역의 3대호수로 꼽히기도 한다. 짧은 관광시간 중에도 삼일포 호수
가에서 이북 막걸리를 마시며 정취를 음미하고, 안내양의 노래 소리도 아쉬운 여운을 남겼다.
삼일포 관광을 마치고 마지막 관광코스인 금강산 만물상으로 갔다. 버스가 만상정 사거리까지인
해발 약 650m까지는 올라가고 그이상은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만물상은 구룡폭포와 같이 금강
산관광 코스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만물상은 온정리의 서쪽 끝에 있는 해발 1263m인 오봉산
(五峰山)의 남쪽 사면(斜面) 일대를 가르친다. 외금강의 신계천(神溪川) 상류에 두부침식(頭部侵蝕)
으로 형성된 바위산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주상절리(柱狀節理)의 거암(巨巖)들이 난립하여 천태만상
(千態萬象)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모두 숭고하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은 화강암의 절리(節理) 때
문이다. 정말 유행가에 나오듯이“금강산 일만 이천 봉, 봉마다 기암이요”라고 하듯이 모두가 말 그
대로 기암절벽이다. 전일 상팔담에 올라갔다가 지친 일부 일행은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버스 대
기 장소에서 가까운 삼선암(三仙岩) 귀면암(鬼面岩)을바라보고 관광을 했고. 일부 젊은 회원들은 전
망대가 있는 망양대 천선대(天仙臺)까지 올라갔다, 전망대까지 올라간 회원들은 산 정상을 바라보고
또 발아래 전개된 여러 개의 아름다운 산을 더 볼 수가 있었다. 이날 우리 팀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
께 정상에 간 여자관광객중의 한 사람이 경치가 너무도 좋아 감탄하여 자기도 모르게“대한민국 만
세!“ 하고 만세를 불렀다가 북한 군인에게 끌려갔으나 나중에 사정하여 풀려났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만세를 불렀을까?
만물상에서 구경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온정리로 내려오면서, 정비석씨가 금강산
등산을 하면서 쓴 ”
산정무한(山情無限)“ 의 끝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
천년 사직이 남가일몽(南
柯一夢)이었고, 태자 가신지도 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悠久)한 영겁(永劫)으로 보면 천년도 수유
(須臾)던가! 고작 칠십 생애에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웅큼 부토(腐土)로 돌아가
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依支)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연(?然)히 수수(愁愁)롭다
“.든 구절
이다. 나도 어느덧 칠십이 다 되었다. 평생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 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 없다. 더욱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허전한 마음을 감
출 길 없다. 그러나 ”
어쩌랴. 이미 칠십 노객(老客)이 되어버린 것을.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지
라도, 이 운명적인 삶을 낭비하지 말고, 참되고 성실하게는 살아야지
“ 하는 생각이 든다. 태자의 몸
으로 마의를 걸치고 나라를 망친 통한을 가슴에 안고 왜 하필이면 금강산을 택해 고행(苦行)의 길을
떠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만 같다. 태자께서 선경에 가까운 금강산을 홀로 바라보고, 또 험준한
산을 외롭고, 고통 속에 오르내리면서 나라를 잃은 죄책감에 대한 반성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인생의
미련과 고뇌를 버리고 해탈을 위해 금강산을 택하지 않았겠는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본다.
만물상 관광을 마치고 온정리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관광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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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QS news
남북이 갈리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민족 모두가 이 아름다운 우리의 금강산을 계절 따라 자유로이
보고 즐길 수 있을 터인데 언제까지 남북이 갈려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다.
관광 중에도 실제 북측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가보지 못하고, 제한된 구역 안에서 멀리 철조망
너머로 바라만 보며, 서로 만나 진실한 대화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관광 코스 중 눈에 잘 보이는 여러 곳의 큰 바위에 조각된 붉은 글씨들은 순수한 원래 환경보
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배울 점도 있었다. 그것은 환경보호다. 남측사람들은 자기가 가져 간 오물을 자기
가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산이나, 하천, 관광지등에 각종 오물을 무차별 투기하는 사람
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의 계곡과 흐르는 물이 그렇게도 깨끗한 것은 강력한 단속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리고 북측 관광도 우리가 외국에 관광하듯이 출입증만 가지면 어디든지 가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강산 관광은 내 건강이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용되는 현 시점에 잘 왔다는
생각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 차는 점점 서울로 향해 달렸다. 인제를 지나 홍천에서 저녁을 먹고
얼큰한 기분으로 노래와 잡담을 한 후에 차중에서 해단식을 했다.
그간 추진에 대한 사무국장의 간단한 차중보고와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식물검역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이 있었다. 우
리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서로서로 정다운 대화와 우의를 다지며, 석별의 아쉬
움을 남긴 채 여행을 끝 마쳤다.

68

2005-3호(제111호)

Ⅷ. 검역실적
▶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
(2005.7.1. ~ 9.30. 현재)
구

분

총

계

병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75

652

110

1,848

82

1,081

계

61

594

103

1,824

52

683

곤 충 류

56

580

82

1,757

42

634

선 충 류

2

7

8

36

8

46

응 애 류

1

2

10

24

2

3

달팽 이류

2

5

3

7

-

-

소

계

14

58

7

24

30

398

진

균

5

15

1

1

24

344

세

균

1

1

-

-

1

2

바이 러 스

8

42

3

19

-

-

잡

-

-

3

4

5

52

소

해충

규제병해충

초

*‘05.7.1~9.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은 총 267종, 3,581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75종
(28%), 652건(18%)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10종(41%), 1,848건(52%), 비검역병해충은 82종(31%),
1,081건(30%)이었다.
* 규제병해충 75종, 652건 중 해충이 61종(81%), 594건(91%) 검출되었으며 병은 14종(19%), 58건(9%)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580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7건, 달팽이 5건, 응애 2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42건, 진균 15건, 세균 1건이 검출되었다.
* 잠정규제병해충 110종, 1,848건 중 해충이 103종(94%), 1,824건(99%) 검출되었으며 병은 7종(6%), 24건
(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757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36건, 응애 24건, 달
팽이 7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19건, 잡초 4건, 진균 1건이 검출되었다.
* 비검역병해충 82종, 1,081건 중 해충이 52종(63%), 683건(63%) 검출되었으며 병은 30종(27%), 398건
(27%)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34건 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46건, 응애 2건이 검
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이 344건, 잡초가 52건 검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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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내동정
◈인 사
승 진
방제과
제주지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기술서기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사무원8급
사무원8급

송영섭
박정수
이호기
김성운
박덕용
박성숙
조윤주

(제주지소)
(영남지소검역1과)
(중부지소)
(중부지소세관출장소)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7.1
7.12
9.5
9.25
9.25

전 보
인천공항지소장
중부지소장
검역기획과
국제검역협력과
위험평가과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자성대출장소
영남지소김해공항출장소
영남지소양산출장소
영남지소양산출장소
제주지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위험평가과
인천공항지소고성출장소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중부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울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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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식물검역사무관
농업연구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김형기
하동호
구충환
현익화
전영수
백동현
최지웅
이기병
김영태
정영철
박흥성
박인영
김성욱
안희동
천성호
김기혁
김대성
김범준
임규옥
이흥식
서수정
황진원
정창남
서정우
박홍규
정운진
한우혁
김지선
박정현

(검역기획과)
(인천공항지소장)
(방제과)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제주지소)
(위험평가과)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위험평가과)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영남지소김해공항출장소)
(영남지소자성대출장소)
(영남지소양산출장소)
(영남지소조사과)
(영남지소검역1과)
(영남지소검역2과)
(제주지소)
(제주지소제주공항출장소)
(국제검역협력과)
(위험평가과)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검역1과)
(호남지소목포출장소)
(호남지소광주출장소)
(인천공항지소속초출장소)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인천공항지소조사과)
(영남지소검역2과)

7.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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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소
제주지소제주공항출장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호남지소
호남지소목포출장소
서무과
중부지소서울국제우체국
서무과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사무원8급
사무원8급
행정주사보

오진보
오시헌
손은호
전옥경
조종숙
유창목
권선희
김선혜
임정식

(영남지소검역1과)
(영남지소검역1과)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위험평가과)
(인천공항지소검역1과)
(호남지소)
(중부지소서울국제우체국)
(서무과)
(중부지소검역1과)

8.22
8.30

신 규 임 용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중부지소세관출장소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울산출장소
호남지소광주출장소
호남지소광양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호남지소
중부지소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식물검역서기시보

박영미
장지연
지정연
이인희
신종갑
김민경
이진화
윤지연
송혜숙
문송민
백종민
송명희
정래동
허승환
이성진

7.12

8.4
9.5

전 출
전북지방조달청
농림부(국무조정실파견)

행정주사보
기술서기관

김환백
신현관

(서무과)
영남지소장

9.6
9.20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

8.11
9.26

전 입
검역기획과
검역기획과

전산사무관
전산주사보

원유설
임채석

휴 직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고은정
이진욱

(’05.7.11 ~ 0
’6.7.10)
(’
05.7.11 ~ ’
06.7.10)

면 직
호남지소

식물검역서기

서보윤

8.4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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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QS news

◈교 육
제1기농업영어(7.4 ~ 7.29)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원예작물천적방제과정(8.4 ~ 8.5)
공혜영

5급 승진자 과정(7.4 ~ 7.29)
검역기획과

전산사무관

식물검역주사

정채문

제2기 규제개혁과정(8.29 ~ 9.2)
원유설

식물검역 전문2반(7.4~7.15)

인천공항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정채문

제36기 내자구매과정(8.29 ~ 9.2)

중부지소평택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윤관식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영남지소조사과

식물검역주사보

문병천

제5기 혁신리더십 과정(8.31 ~ 9.2)

영남지소울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황보승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사무관

윤순홍

호남지소광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명희

중부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사무관

정의탁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김경범

제1기 정보처리기초(9.5 ~ 9.9)

제주지소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현영권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행정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이두형

안창엽

제2기 기획력개발(9.5 ~ 9.7)

제2~3기 혁신리더십 과정(7.6 ~ 7.8)
방제과

기술서기관

안영수

검역기획과

식물검역주사

박창일

중부지소

기술서기관

하동호

인천공항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정채문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최철종

중부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추성일

영남지소사상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진수

영남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이동모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관

허노열

영남지소자성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안희동

식물검역 전문2반(9.5 ~ 9.16)

제4기혁신실행자 과정(7.6 ~ 7.8)
영남지소검역1과

기술서기관

신도식

제4기혁신리더십 과정(7.13 ~ 7.15)

중부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한우혁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

남봉우

서무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영남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백낙현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김종윤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정용찬

인천공항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사무관

김규호

제주지소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성준

중부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주사

양도원

7급 실무리더과정(9.5 ~ 9.15)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만휘

중부지소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배종식

영남지소자성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

반재용

영남지소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필헌

제24기 조달기초과정(9.5 ~ 9.9)

제1기홈페이지작성(7.18 ~ 7.22)
영남지소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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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검역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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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주사보

류창석

영남지소검역1과

행정주사보

이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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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정비과정(9.5 ~ 9.9)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김경범

혁신리더십과정(9.12 ~ 9.14)

제주지소제주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양태경

제주지소제주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성준

제4기 홍보정책과정(9.12 ~ 9.16)

인청공항지소김포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건중

검역기획과

중부지소조사과

고춘섭

제2기 프리젠테이션(9.26 ~ 9.30)

영남지소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김문식

중부지소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박수현

제주지소

박정수

영남지소대구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정상수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보

문영미

◈ 해외출장
고추채종포재배지검사(7.10 ~ 7.17, 중국)
중부지소천안출장소
식물검역주사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

전낙범
하주희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현지검사(7.28 ~ 10.27, 필리핀)
중부지소세관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하주희
청주국제공항CIQ 관련업무협의회참석(8.26˜8.29, 중국)
중부지소청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만휘
ICPM Technical panel on phytosanitary treatments 2차회의참석(8.20 ~ 8.28,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예희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현지검사(9.10 ~ 12.10, 호주)
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손태훈
제24차 APPPC 총회참석(9.4 ~ 9.10, 태국)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백종호
황진원

남북출입업무 운영개선방안 개발활용(9.26 ~ 10.2, 독일, 체코)
검역기획과
식물검역주사
김종원
멕시코산 아보카도 현지조사(9.25 ~ 10.2, 멕시코)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김종윤

식물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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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 소개

인천공항지소
(032-740-2072)

본

소

(031-449-0521)

지역번호 없이

115
58
88
8-5
5111177
중부지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2-433-8632)

(031-202-6966)

호남지소
(063-467-3456)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제주지소
(064-747-6241)

(055-335-0210)

영남지소
(051-467-0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