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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탐방

국립식물검역소「혁신기획팀」

한

기관이 오랜 관행을 깨고 새롭게 발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소속직원들의
낡은 사고(思考)를전환시킨다는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삶의 방식과 정부의 역할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 역시 검역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해야만 한다.

이에 국립식물검역소는 혁신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조직의 유연성·창조성 및 자율성에 역점을 두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원 전체가 자발적인 혁신을 실천함으로써“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구현을 위하여 ’
06. 6. 1. 국립식물검역소『혁신기획팀』
을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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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4월 13일 국립식물검역소 이기식 소장이

검역현장으로 피드백 시키는 등 청렴·혁신 업무의

취임하면서 우리 식물검역소는“자율·효율·참여”
를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본소

원칙으로 행정 혁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과 및 지·출장소의 자율적이고 차질없는 혁신

있다. 그 중 하나가 개혁추진의 내부적 원동력으로서

활동을 위해 혁신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업무에도 매진

중추기지역할을 수행 할『혁신기획팀』
의 설치 운영이라

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전체의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하겠다.

형성하고 혁신활동·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식물검역 혁신 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는

혁신기획팀은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등혁신을총괄하고조정하는역할도맡고있다.

팀제 운영방식에 부응하고 전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고객중심과 성과위주의 조직으로 한 걸음

“기획파트”
에서는 기존 검역기획과(기획계)의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중단없는 혁신을 주도할 조직

담당업무인 기획, 홍보 등의 업무와 서무과(서무계)의

이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식물 검역 조직의

『혁신기획팀』
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혁신파
트”
에서는 식물검역 혁신의‘선봉장’
역할로서‘미래

검역기획과(기획계)

지향적 조직문화 혁신’
‘청렴도
,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 성과관리 및

혁신기획팀

평가·보상 업무 수행을 맡고 있으며, 이와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청렴·혁신 자문위원회’
를 두어
혁신 실천과정 및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혁신파트(혁신·평가·보상)

기획파트(기획·홍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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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검역·인력 소요판단 등에 관한 종합 계획

확고히 구축하여 고객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수립과 조정, 식물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는 검역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식물 검역 기능강화사업 등을 담당하여 효율
적인 조직 관리와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일 잘하는
식물검역소를 만드는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종용 팀장을 중심으로 혁신기획팀원 전체는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 열린 사고로 끊임없이 학습
하고 연구하는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또한‘조직이 체감하는 열린 홍보’
를 컨셉으로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혁신 우수사례 고객과 공유, 세계일류 검역행정 서비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감과 동시에 중단

스를‘혁신 브랜드’
로 개발하고,‘식물검역 현장체

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세계 일

험’
, 식물검역 홍보관 설치·운영 등 고객 체험 홍보

류 식물검역소 구현”
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용함으로써‘혁신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과는 홍보’
라는 목표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종용 혁신기획팀장은“본소의 혁신기구(식물검
역 혁신팀, 혁신서포터즈팀, 주니어보드팀)와 지·
출장소의 혁신팀을 운영·지원
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혁
신의 잠재적 저해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조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다양한 혁신성과를 창
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받는 검역행정을 구현
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혁신비젼은‘투명
하고 일 잘하는 정부’
이다. 또한
우리 식물검역소 역시 청렴·혁
신 업무를 추진할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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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혁신 행동강령

02 기획시리즈ㅣ①“식물방역법”
해설

02 기획시리즈

①“식물방역법”해설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의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의목적
■ 식물방역법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① 수출식물과 수입식물의 검역
② 국내식물 검역
③ 식물에 해로운 동·식물의 방제

용어해설
■ 식물검역
“식물검역”
이라 함은 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검역기획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적 방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무관 권 명 영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주요“활동”
에는 ①

mykwon@npqs.go.kr

수입금지 조치, ②수출국에서 재배과정 중 검사 또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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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독처리 후 수입 ③수출국에서의 수출 직전 검

의 일부 지역에만 발생하는 병해충이 확산·전파되

사 및 식물검역 증명서 첨부 수입 ④수입항에서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긴급방제”
와 국내에

검사 ⑤수입항에서의 검역조치(소독 후 합격 처분,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급격히 퍼질 경우 국내 식물에

폐기, 반송 등) ⑥수입후격리된장소에서재배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식물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검사 ⑦수입 후 사용용도 제한 등이 있다.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일반방제”
로 나눌 수 있다.

■ 국내식물 검역

■ 농·림업생산

- 국내식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 농·림업에 있어서의 생산과정을 비롯하여 수확

식물을 말하고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국내

물의 보관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농·림업의 생산

의 일부 지역에만 발생하는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과정을 통하여 유해동식물에 의한 피해로부터는 보

막기 위하여 국내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호된다 하더라도 수확 후 저장기간 중에 이들 유해

이동되는 식물에 대해 국내 검역을 실시하며,

동·식물로부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주요 활동에는 국내 검역대상 병해충이 발생하

이다.

는 지역에 있는 식물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위반시 폐기등의 조치가
있다.
■ 방제
-“방제”
라 함은 병해충을 억압, 억제 및 박멸하는
활동을 말하며,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국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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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식물방역법 해설」은 식물
방역법 제·개정등을 담당하는 검역기
획과 권명영 사무관께서 계속 연재 할
예정입니다

03 식물방역법 제·개정

03 식물방역법 제·개정

격리재배검사요령개정 (요약)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식검고시 제2006-4호(’
06.5.15.)

· 구근류를 지정포장에서 분화용으로 재배하여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생육초기에

■ 개정사유

관할구역 지·출장소에 조기검사 요청토록 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조항에 맞

- 과수류의 경우, 전량 지정포장에서만 격리 재배

게 격리재배검사요령(식검고시 제2004-1호)도

되는 식물과 격리재배관리소에서 병해충이 검

’
06. 5. 15일자로 개정·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출된 식물의 모집단은 격리재배관리소와 합동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검사를 실시토록 함
·접·삽수는 국가포장에서 검사를 생략하고

■ 주요 내용

지정포장에서도 재배할 수도 있도록 함

-“과수류 및 유실수”
가 품목별로 지정·고시되
지 않았으나 식물분류학상 속별로 분류하여 보
다 명확히 종 단위의 식물명으로 고시함으로써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투명성 부여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호두의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요약)

-“구근류”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항혈청 등이
개발되어 있고 도착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위

- 농림부고시 제2006-25호(’
06. 5.22.)

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씨앗류, 조직배양체,
은행나무 등 일부 유실수 식물을 격리재배 대
상에서 제외

■ 개정사유
미국에서 미국산 미탈각 호두에 대한 수입허용을

- 화훼 구근류의 경우, 국가포장에서 재배할 수량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물검역소에서 과학적 자

을 50개로 통일하고 이 경우 3천개 이상 수입될

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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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방역법 제·개정

한-미 공동실험·미국 현지검사를 한 결과, 의무소
독 및 현지검사를 조건으로 수입하여도 검역적 안전

칠레산포도 및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제, 개정(요약)

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기존 미국산
탈각 호두의 수입요건에 미탈각 호두의 수입요건을

- 농림부고시 제2006-26호( ’
06. 5. 30.)

추가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사유
■ 주요내용

2005년 6월 칠레 식물검역 정부에서 우리측에 칠

고시제명을‘수입금지식물중 호두의 수입금지 제

레산 포도 및 키위에 대한 수입요건의 일부를 변경

외기준’
으로 변경하고, 미탈각호두에 대한 수입요건

하여 줄 것을 요청.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소

을 다음과 같이 신설

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칠레측
요청을 수용해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기에 칠레측 요청을 반영하고, 레몬 생

<미탈각호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적용국가 및 미탈각호두의 범위

과실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며
의미전달이 간단·명료해 질 수 있도록 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미탈각호두로
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것에 한함
2. 수송방법 : 선적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생산지에서의 소독 및 감독

■ 주요내용
- 고시 제명을‘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키위및
레몬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에서‘수입금

한국과 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의 합동 감독하에

지식물중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

훈중소독되어야하며, 이 훈증소독처리는미국

지 제외기준’
으로 변경 하였음

동식물검역소가승인한 훈증소독시설에서만실
시
4. 수출검사
한·미식물검역관 합동으로 수출검사 실시
5. 검사증명

- 동 고시 조항 중 레몬 생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하여 의미 전달이 명료하고 용이토록 하였음
- 칠레내 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규제지역 설정시
우리나라 식물검역소에 즉시 통보토록 하였으
며, 과실파리 수컷 1마리 또는 미교미 암컷 1마

합동검사에 합격한 소독처리된 미탈각 호두

리 발생시는 규제지역 설정요건에서 제외하여

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부기사항

통보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기재)

-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이 적재된 콘테이너

6. 검사표시, 보관 및 분할 선적

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파손) 봉인번

7. 수입검사

호가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

한국의 반입항에 도착한 후 실시
- 관련서류와 화물에 대한 확인·검사

해 화물을 전량 폐기 또는 반송조치토록 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수입요건에 부합한 과실이 안전
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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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오렌지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제정 (요약)

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
- 수입검사시 과실파리가 발견 될 경우 당해 화물

- 농림부고시 제2006-27호(’
06. 5. 30.)

은 폐기·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때까
지 수입중단

■ 제정사유
칠레 정부에서 칠레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 허용

-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1면 이상에“대한민국
수출용”
이라고 표기

을 요청하였음.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 평가를 실
시한 결과 칠레 정부에서 동 제정안의 관리방안을
이행할 경우 칠레측 요청을 수용하여도 검역적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되었으므로 칠레산 오렌
지 생과실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한국산파프리카의
대미국수출 검역 요령 제정 (요약)
- 식검고시 제2006-5호(’
06. 6. 13.)
■ 제정사유
- 그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

■ 주요내용

국산 파프리카에 대하여 미국측은 2006. 5. 22

- 칠레 Ⅰ 및 Ⅱ 구역을 제외한 Ⅲ구역 이하 지역

일자로 수출단지지정 및 재배지검사 등의 조건

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중 대한국 수출재배지

부로 수입을 허용(미국기준 6.21일부터 발효)

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대상

하는 규정을 공고

으로 하였음
- 칠레 식물검역정부가 대한국 수출재배지역에서
예찰과 생과실 조사를 실시
- 수출지역을 수출시기에 맞춰 년도별로 방문하여
과실파리의 유입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토록

-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항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하는 조건
을 국내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입국의 요구
에 부합되는 파프리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하였음
- 예찰 또는 수출검사에서 Septoria citri가 발견

■ 주요내용

될 경우 발견 과수원산 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

-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을 정함

지 기간동안 대한국 수출을 금지

- 재배지검사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조치방

-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과실

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라는 것을 칠레측 식물검역관이 증명토록 하

- 수출전 검사신청, 선과, 검사및 포장방법을 정함

였음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을 정함

- 우리나라 수입검사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
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콘테이너의 봉인상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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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우수사례
결재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 혁신은고객이원하는것을실현시켜나가는것 검역기획과 사무관 권명영
mykwon@npgs.go.kr

주요내용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그간 사전소독 허용, 검사제외품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검역은 철저히 하되,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왔다.
특히 이번＂결재 및 검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사례는 검사결과
처리단계의 가장 큰 지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DA를 이용한 검사현장 결과처리와 함께 어우러져 그 효과가
배가되어 고객의 통관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04 혁신우수사례ㅣ결재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Ⅰ

추 진 배 경

■ 지난해 PDA를 이용하여 검사현장에서 즉시 결과
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통관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으나, 고객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
히려 그 수위는 높아만 갔다.

Ⅱ

■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추 진 내 용

>> 합격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을 찾아라!!
■ 합격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처리과정을 거꾸로 거슬러서 문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집중 분석하고,
-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일선 현장
의 민원담당자들과 Workshop
을 실시한 결과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 현재 우리소에서는 합격 통보를 전자문서(EDI로
)
관세청에 직접 통보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2～5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 고객들이 말한 것처럼 검사자가 검사완료 후 합

격처리 하기까지의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파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다!!
■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 거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결재권자 : 업무 경중에 따라‘기관장결재’
,‘과장
전결’및‘검사자전결’
의3가지 유형으로 구분
■ 계장결재 : 과감하게 생략
■ 실험실검사 대상품의 품목담당과 이관처리
: 조사과에서 바로 처리

★ 합격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원인 ★
①기관장이모든검사신청건에대하여결재
- 기관장이결재하여할업무가많아적체
②계장, 과장, 소장이모두결재하므로한사람만자리에없어도결재가지연
③실험실검사대상품의경우실험실검사완료후품목담당과로이관하여처리함에따라합격통보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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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혁신우수사례ㅣ결재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Ⅲ

장애 및 갈등극복 과정

>> 적극적인 찬성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
■ 마련된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의견은 종전의 관행에 젖어 혁신 마인드
가 부족하거나, 동료를 믿지 못하는 것, 본인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이 그 이유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지적 사유별로 충분히 설명하여 동
의를 이끌어 내었다.
① 우리소 직원들의 수준이 이미 선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사자 전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
선 처리후 구두보고를 하므로 현재와 크게 달
라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검사자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므로 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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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실검사 결과 최종 합격처리되는 물품에 대
하여 조사과에서 처리토록하게 되는 경우 품목
담당과에서 동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며, 동 인력을 검사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조사과의 현장검
역을 지원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③ 검사제외품이나 금지품 여부 확인 대상 업무가
많은 지·출장소에서는 업무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인력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며, 처리의 효율성은 배가 될
것임.

Ⅳ

추진성과 및 효과

>> 드디어 시행!!
■ 우리소에서는 종전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 기
관 내부의 업무절차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2006년 1월 2일부터 전면시행하였다.

■ 이로 인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시간 단축효과는
12～24시간으로 확대되어 창고 보관료, 운송료
등의 물류비용 절감 뿐 아니라, 물품의 신선도 제
고 및 수요자에게 적시에 물품공급이 가능하게
되어(수입자의 경제적 이익 112.3억원) 식물검역
행정의 만족도가 급상승하게 되었다.

>> 종전의 혁신성과와 더불어 효과 배가!!
■ 결재 및 처리절차를 파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
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DA를 이용한 검사현장
결과처리와 함께 어우러져 통관 대기 시간을 1～
6시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처리시각 변화]
대

상

효

과

검사자 전결 품목

• 17시 이후 처리(통관 및 운송 불가)
⇒ 12~15시간 절약

17시 이전 처리(당일 통관 및 운송 가능)

실험실검사 품목

• 17시 이후 처리(통관 및 운송 불가)
⇒ 24시간 절약

12시 이전 처리(당일 통관 및 운송 가능)

[처리시각 변화]
구

처리시각 변화

분

검사자 전결 (56%)

오전검사 : 12~13

10~11

2

오후검사 : 16~18

15~17

1

실험실검사 대상품중 검역과
이관품목 (43%)
개

선

단축시간

16~18

전

10~11

6

개 선 후

17~19시 처리

12시 이전 처리

17~20시 통관

11~14시 통관

19~22
시운송시작(부산) 익일9시운송시작(부산)

16시 운송 시작(부산)

익일 2~5시 도착(서울) 익일 16시 도착(서울)

24시 이전 도착(서울)

익일 경매 상장 불가

익일(2일차) 경매 상장

다음날(3일차) 경매 상장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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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혁신우수사례ㅣ결재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Ⅴ

성 공 요 인

■ 동 혁신 사례의 성공요인은 고객의 소리 하나 하
나를 지나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등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이었으며,

■ 아울러‘검사자전결’제도를 주저없이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일선 현장의 검역관들의 수준이 선
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들 검역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 PDA 등 그간 우리소가 이루어낸 혁신성과들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이 그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현 행

현 행 개 선

<검 사>

<검 사>

<검사자: 합격결재상신>

<검사자: 합격결재상신>

현 행

현 행 개 선

<검 사>

<검 사>

<검사자: 합격결재상신>

<계장검토>

<과장검토> <과장전결> <검사자전결>
(43%)
(56%)
<계장검토>

<과장검토>

<조사과검사자: 합격결재상신>

<조사과과장전결>

<기관장결재>
(1%)
<과장검토>

<기관장결재>
EDI전송

<기관장결재>
EDI전송

<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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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관>

<세 관>

EDI전송

<세 관>

05 수입금지병해충ㅣ① 벼줄기선충

05 수입금지병해충

Ditylenchus angustus Filip
jev (벼줄기선충)
■ 이명 : Anguillulina angustus (Butler)
Goodey, Tylenchus angustusButler
■ 분류학적 위치 : 참선충목(Tylenchida)
- 씨알선충과(Anguinidae)
1913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수단에 분포한다. 기
주범위는 매우 좁은 편으로 기주식물이 Oryza
spp.(벼 속 ), Leersia hexandra(겨 풀 속 ),
Echinochola colona(피속), Sacciolepsis
interrupt(물뚝새속)로
a
제한되어 있다.
외부기생성 선충으로 주로 어린 잎을 가해한다. 영
양생장 기간에는 피해 증상이 어린 잎의 기부에 흰
얼룩이나 점이 흙탕물이 튀기듯이 나타나며, 잎과
잎집에 갈색의 얼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간이 경
과하면 갈색이 더 진해지고 피해 받은 잎집 안의 잎
은 주름이 잡힌다. 어린 잎의 기부는 꼬이며 잎집도
뒤틀려 하부의 마디는 비정상적으로 분얼하며 부풀
어 오르기도 한다. 출수 후에는 감염 이삭이 오그라
들며 등숙하지 않는다.
특히 포영은 기부에 주름이 생기고 이삭 끝과 지엽
은 뒤틀려 꼬인다. 이삭은 출수하지 못하거나 부분

적으로만 출수하고 피해를 받은 논에서는 출수 후
여기저기 갈색의 피해 벼를 볼 수 있다.
종종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같은 포장에서 발
생하지는 않아 세계적으로 수량 감소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는 큰 피해
가 나타나기도 하며 1974년 베트남의 한 지역에서
는 수백 ha가 모두 피해를 받아 폐농한 경우도
있다.
이 선충의 예방에는 감염 식물체 및 잔재물을 소각
하는 등 포장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관개수, 종자에
혼입된 볏짚, 식물 잔재물, 오염된 토양을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주 특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휴경이나
윤작으로도 상당한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벼줄기선충의 피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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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코너ㅣ
‘검사’
와‘검역’
은 어떻게 다른가?

쉬어가는 코너

검사와 검역은 어떻게 다른가?
검사란 식품으로먹어도 안전한지 여부를확인하는과정이고, `
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검역에는 콜레라 등 인간에 대한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
는 `인체검역`, 구제역등 동물에 대한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동물검역과 식물(plant)에 대한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식물검역이 있고, 이와는 달리 식품으로 안전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은식품검사라 한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쇠고기가 호주로부터 수입될 때, 이 쇠고기의
항생물질 등을 측정하여 사람이 먹어도 좋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품검
사와, 이 쇠고기에 국내 가축에 구제역을 전파할 수 있는 구제역바이러
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물검역을 거치게 된다. 또 오렌지가 수
입되는 경우, 오렌지에 묻어서 우리나라에 지중해과실파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여 먹어도 좋은지
를 검사하는 식품검사를 모두 받게 된다. 이때 인체검역은 보건복지부의
검역소에서,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은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식품검사중 식육 등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자연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농산물과 기타 모든 수입식
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중부지소 국제우체국출장소 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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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병해충 분류동정ㅣ일본산 주목묘목에서 검출된 검정포도바구미

06 병해충 분류동정

일본산 주목묘목에서 검출된
검정포도바구미(Blakc vine weevil)
2. 해충명
• 학명 : Otiorhynchus sulcatus (Fabricius)
• 분류학적 위치 : C o l e o p t e r a (딱정벌레목) ,
Curculionida바구미과)
e(
영남지소 류 창 석
ryucs@npgs.go.kr

본 해충은 일본산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종으로 유럽이 원산지로 전세계 한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에서 재배되는 관상수류의
중요한 위험해충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종은 그 기주
범위가 매우 넓고 분포지역 또한 넓어 이번 일본산
주목묘목에서 검출하여 검역조치를 취한 것은 그 의
미가 크다고 하겠다.
1. 검역사항
• 수입일자 : 2006. 5. 22.
• 수 입 국 : 일본
• 수입품목 : 주목묘목(16개)
• 검사기관 : 영남지소 자성대출장소

3. 기주식물
• berryfrui류,
t gloxina 등으로 특히 온실재배
식물에 발생이 많다. 북미에서 기록된 기주는 140종
이상으로 관상수류의 해충이다(Blackshaw, 1992).
Begonia evansiana Andrews(베고니아 ),
Cyclamen persicum Mill.(시클라멘), Fragaria
ananassaDuchesne딸기),
(
Lilium longiflorum
Thunb.백합),
(
Pelargonium inquinans Ait.(제라
늄), Primula sieboldii E. Morr.(앵초), Ribes
ussuriense Jancz.(까막까치밥나무), Taxus
cuspidataS. et Z.(주목), Vitis vinifera L.(포도)
등 다수
• 북미에서 기록된 기주는 140종 이상이다.
4. 분포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지역, 뉴질랜드, 호주
등 오세아니아, 미국, 캐나다, 일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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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병해충 분류동정ㅣ일본산 주목묘목에서 검출된 검정포도바구미

5. 형태적 특징
• 성충의 몸길이는 8~11㎜, 채색은 광택이 없는
흑갈색이다. 앞가슴등판 중앙이 부푼 원통형으로 폭
과 길이가 거의 같고 표면에는 혹돌기가 빽빽하게
덮혀 있다.
• 시초에는 황금색의 인모가 작은 반점모양으로
산재한다. 퇴절은 두텁고 하면 선단부근 가까이가
깊은 파형으로 파여들어 갔고 치상돌기가 있다.

• 월동은 대부분 유충태로 땅속 등에서 이루어지
나 발생기의 후기에 우화된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도
있다.
• 월동유충은 봄이되면 땅속번데기 집에서 번데
기가 되고 5~6월에 성충이 된다. 성충으로 월동한
경우에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 기주식물 가까이의 땅속에 산란된 알은 10일
후 부화되고 가는 뿌리를 식해한다. 이 때문에 봄에
피해가 크다.

6. 피해 및 생태
• 성충의 동작은 둔하고 날지 못하며 지상에서
생활하나 활동은 대부분 야간에 하고 잎과 과실을
식해한다.

18

[전체모습(등면)]

[앞가슴등판의 혹]

[시조의 황금색 인편다발]

[퇴절의 치상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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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병해충 분류동정ㅣPhytoplasma
병의 특징과 검출방법

Phytoplasma 병의 특징과 검출방법

II. 본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연구사 임 규 옥

koykim@npgs.go.kr

I. 머리말
Phytoplasma 병은 1980년 후반부터 분류동정 및
검출법이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로 전세계적으로도
식물검역에서 검사법과 관리체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Phytoplasma의 유입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우리나라 대추나무에
서 볼 수 있듯이 한 번 정착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여기서는 phytoplasm의
a 연구역사, 특징, 검사
방법과 검역검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부
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역사
Phytoplasm에
a 의한 증상은 1900년대 초 과꽃에
서 빗자루증상을 나타내는 Aster yellows가 보고
(Kunkel 1926)된 이래 많은 증상이 보고되었으나
병원균이 인공배양되지 않으며 접목으로 전염되는
특징으로 미루어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 추측되었
다. 1967년 Doi 등이 병든 식물의 체관부에서 동물
의 mycoplasm와
a 유사한 원핵미생물을 발견하여
이를 MLO (mycoplasma-like organism)로 불렀
으나 관련 연구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부터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방법이 발달하
면서 phytoplasm에서
a 잘 보존되어 있는 rRNA와
ribosomal protein 유 전 자 를 분 석 하 여
phytoplasm를
a 분류하는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였
다. 1994년 국제 마이코플라즈마학회에서 식물의
MLO는 동물의 마이코플라즈마와는 달리 인공배양
되지 않고 DNA 염기서열 특징이 mycoplasm와는
a
다르므로 phytoplasm라는
a 새로운 속으로 명명하
기로 하여 phytoplasma
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
(Le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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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병해충 분류동정ㅣPhytoplasma
병의 특징과 검출방법

2. 특징 및 피해
Phytoplasm는
a 부정형으로 형태에 의한 분류가
어려우며, 인공배양 되지 않고 식물의 체관에만 존
재한다(Lee et al., 2000). 종자전염이나 즙액전염
되지 않으므로 다른 식물에 접종할 때에는 기생식물
인 새삼 또는 매개충을 이용한다 (Lee et al.,
2000).
Phytoplasm는
a 황화, 위축, 빗자루모양, 쇠락,
꽃의 녹화(virescence), 엽화된 화기(phyllody), 불
임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수확량 감소, 품질 저
하, 상품성 저하, 식물체 고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Lee et al., 2000).
Phytoplasm는
a 정착되면 방제가 거의 불가능하
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Pear decline의 발생으로 배 재배 면적이 50% 감소
하였으며 (CABI 2004)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는
a 1970년대말 자마이카의 감수성 야
자품종에 감염되어 약 4백만 그루가 고사하였다
(CABI 2004).
3. 분류 및 국내 발생
Phytoplasm에
a 의한 병은 약 100개과 수백종의
식물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McCoy et al., 1989),
이들은 분자생물학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약 20개의
group으로 분리되고 있다(Seemuller et al.,
1998). Group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병원체특성상
학자들 간에 통일된 방법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일부
유전물질만을 근거로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분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Candidatus category로 명명하여 나가고 있는 추
세인데 Candidatu는
s candidate후보자)의
(
뜻이며
aster yellows group은Candidatus Phtyoplasma
asteri로
s 명명되었다 (Le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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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B

RAY

TBB

SAA

그림 1. 선발된 5종의 primer set의 적정성 조사
VWB: vaccinium witches broom, TBB :
tomato big bud, RAY: rape aster yellows,
SAAY: severe American aster yellows

우리나라에는 52종류의 파이토플라즈마가 보고되
어 있으며 (이준탁 2004) 특히 대추나무, 오동나무
등 에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피해를 주고 있다(Lee
2001).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phytoplasm는
a 새
로운 분류법의 의하면 Candidatus Phtyoplasma
asteris, Candidatus P. solani, Candidatus P.
pruni, Candidatus P. castaneae, Candidatus
P. trifolii, Candidatus P. ziziphi, 5종의
phytoplasma로 분류된다 (이준탁 2004).
Candidatus Phtyoplasma asteris에는 뽕나무오
갈병, 오동나무빗자루병, 등 17종류가 보고되어 있
고, P. ziziphi에는 대추나무빗자루병, 쥐똥나무빗
자루병 등 9종류가 보고되어 있다 (이준탁 2004).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 보고된 phytoplasm병
a 중
백합줄기대화병(Chung et al., 2003)은 수입식물
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검출방법
Phytoplasma 검출을 위해서는 조직염색법, 접목
검사법이 주로 쓰여 왔고 일부 phytoplasm에
a 대
하여는 ELISA 검사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PCR을 이용한 검사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PCR 검사법은 민감하고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
어 검사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모든
phytoplasm를
a 검출할 수 있는 universal primer
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group 내의
phytoplasm를
a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group
-specific primer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Lee
et al., 2000). 또한 저농도로 잠복하고 있는
phytoplasm의
a 검출을 위하여 nested-PCR 방법
도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2000, 이준탁 2004).
식물검역소에서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는 universal primer들 중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섯 쌍을 선발하여 격리
재배소에 보급하였으며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nested PCR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Group-specific primer에 대한 선발 및 개발은 경
제적으로 중요한 기주가 있는 group부터 순차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5. 식물검역과 Phytoplasma 병
Phytoplasma 병은 일단 유입되어 정착하면 방제
법이 없고 초기 진단이 어려우며, 매개충 및 영양번
식에 의해 전파되므로 매개충이 존재하는 경우 빠르
게 확산되어 우리나라, 중국 등의 대추나무와 같이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므로 철저한 종묘생산 관리와
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
라에서는 2종의 phytoplasma(apple proliferation,
grape flavescence doree)가 금지병, 17종의
phytoplasm가
a 관리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지

정시기에는 phytoplasm에
a 대한 연구가 취약하였
으므로 최근에는 쓰지 않는 이름이나 부정확한 이름
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Phytoplasm에
a 대한 검사는 세계적으로 PCR 검
사가 기본 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동식물
검역청의 국가격리재배소에서는 germplasm으로
도입되는 과수 접수의 phytoplasma 검사를
nested PCR법 으 로 공 식 채 택 하 였 고
(Waterworth, Mock 1999), 호주에서도PCR 검사
를 phytoplasm의
a 격리재배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다(Biosecurity Australia 2002).
Phytoplasm는
a 잠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어려운 병원체이다. 수입 과수묘목의 경우에도 격리
재배 기간 중에 증상 발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저농도로 잠복하고 있는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민감한 검사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황화, 쇠락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다른 병 또는 생리적 장
애와 혼동되기 쉽고 계절에 따라 식물체내에서 이동
이 활발하므로 적정한 부위를 채취하지 않으면 신뢰
성 있는 검사가 어려워, 보다 효과적인 검역검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많지 않아 분포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국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Phytoplasm를
a 보다 효과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서는 검사대상 기주식물의 선정과 검사방법의 표준
화 및 민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
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입되는 식물의 종
류 및 생육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DNA 추출 및 PCR반응에서
도 민감도와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교육으로 검사자들이 격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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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검사 또는 예찰조사에서 의심증상을 판별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여야겠다. 더불어 phytoplasma
병원체의 매개충은 일단 감염이 되면 영속전염을 하
므로 수입검역에서 매개충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
여서는 않되겠다.

•Doi, Y.M., M. Teranaka, K. Yora and H. Asuyama,
1967. Mycoplasma or PLT-group-like
microorganisms found in the phloem elements of
plant infected with mulberry dwarf, potato witches'
broom, aster yellows, or paulownia witches' broom.
Ann. Phytopathol. Soc. Japan 33:259-266

III. 맺음말
Phytoplasm는
a 영양번식 재식용식물의 이동 및
이병매개충으로 인하여 전파되므로 장거리 확산을
막기 위하여는 영양번식 식물의 생산관리 및 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천한 역사와 병원
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검역검사방법이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소는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phytoplasm를
a 검출할 수 있는 universal primer
의 선발을 마쳤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nested
PCR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group 별로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primer를 개발해가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수집 및 검역관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는 검사대상 식
물, 시료 채취 부위 및 방법, DNA 추출 및 PCR 검
사의 민감도 및 정밀도 제고, 예찰기술 확보, 매개충
에 대한 관리 등을 보완하여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
적인 검사방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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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버지니아주의마취목
2. 이탈리아에서Rhynchophorus
(Pieris japonica)과 Rhododendron ferrugine(바구미과일종)의
us
catawbien(진달래일종)에서
se
최근 발생 보고
Phytophthora tropicalis의(역병일종)
처음 발견 보고
■ 주요내용
•2004년 Virginia Beach의 가든 센터에서 마취
목(Pieris japonica) 품종인 Temple Bells과
Rhododendron catawbiense(진달래 일종) 품
종인 Maximum Roseum이 병징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음

■ 주요내용
•이탈리아에서 Rhynchophorus ferrugineus(바
구미과 일종)에 대한 존재가 최근 캄파니아, 토스
카나, 시칠리아 지역에서 보고되었음
- '05. 10. Acireale 도시의 약 100년생 피닉스야
자(Phoenix canariensis) 나무에서 동 해충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음

- 마취목(P. japonica)에서 나타난 병징은 물에

- 또 다른 경우는 외래 침입으로 개인 정원, 대중

젖은 듯한 괴사적인 병소, 잎의 주변부 괴사, 생

광장과 Aci Castello, S. Giovanni La Punta,

장점 끝의 괴사로 나타났음

Trecastagni, Catania 도시 주변의 공원에서

- Rhododendron catawbiense(진달래 일종)에
서 나타난 병징은 시들음, 고사, 생장점 끝의 괴
사로 나타났음
•이는 마취목(P. japonica)과 Rhododendron

발견되었음
- 지금까지 야자나무 묘포장에서 발견된 경우는
없었음
- 시칠리아에서 발생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사가

catawbiens(진달래
e
일종)에서 Phytophthora

수행되었고, 더 많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tropicali가
s 발견된 처음 보고임

가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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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란드에서Opogona sacchari
(곡식좀나방과일종)의발견보고

4. 멕시코산코코아에서
Moniliophthora roreri (진균일종)
처음 발견 보고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05. 3.멕시코 북부 Chiapas의 Igracio
Zaragaza, Pichucalco 지역에서 코코아
(Theobroma cacao)가 변형되고 미리 익은 코
코아 꼬투리가 발견되었으며, 크림색 균사체를
가진 쵸코렛 색의 병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
은 색을 띠고 꼬투리가 쪼그라들며 내부 괴사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음
- 4월경에는 Chiapas주의 Pichucalco, Juez,
Ostuac 지 역 과 근 처 의 Tabasco주
Huimauguillo 지역에서 동 병이 약 1,000 헥타
정도 피해를 주었음
- 동 병원균은 (Moniliophthora roreri : frosty
pod rot)로 확인되었음
- 동 병원균은 1956년 파나마에서 북쪽으로 확산
되어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코아 생
산의 북방한계선까지 도달하였음
- 이번 건은 멕시코에서 가장 심각한 코코아 병의
하나인 M. roreri의 처음 보고임

•폴란드에서 Opogona sacchari(곡식좀나방과 일
종)가 발견되었음을 EPPO 사무국에 통보하였음
´
-’
06. 1.Warminsko-Mazurskie
voivodship 지역
의홍죽(Dracaen에서동·해충이발견되었음
a)
- O. sacchari에 대한 땅에서 자라는 잠재적 기주
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유일하게 홍죽
에서 동 해충이 발견되었음
•조사에 의해 감염된 홍죽은 ’
05. 3.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음
-’
05. 3월부터 ’
06. 1월까지 네덜란드에서 92개,
덴마크에서 14개의 위탁 화분식물을 수입하였으
며, 동 해충에 대한 감염의 근원은 확인하기 어
려운 상황이었음
- 그러나 폴란드로 유입되기 이전에 동 해충이 발
생한 것으로 추측됨
- 모든 감염된 식물은 폐기되었음

자료제공:국제검역협력과 김도남
dongam75@npgs.go.kr

24

식물검역정보 NPQSnews

08 칭찬릴레이ㅣ
〈두번째 주인공〉제주지소 김경범

칭찬릴레이〈두번째주인공〉
제주지소 김경범

무더운여름시원한청량제 같은사무실 분위기 메이커
팽팽한긴장감과시무룩한얼굴의직원들이딱딱한분위기에타이밍맞는
유머스런말한마디에사무실은파안대소하고훈훈한분위기로바꾼다.
언제 어디서나 동료들을 칭찬하여 기살리는데 노력하고, 직원간의 화합이
잘되고사내분위기를밝게만드는데노력하는직원으로서, 담당업무가과
중하여도 동료 및 민원인이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짜중 한번내지 않고
자신의일보다먼저해결해주는부드러운마음을갖고있다.
『검역은 서비스다. 서비스는 상품』
이라는 인식으로 식물검역 업무를 하면
서민원인에게우리검역상품을파는세일즈맨의입장으로항상밝은미소
와따뜻한말한마디를건내며만나는모든민원인에게검역업무는물론생
활의 즐거움까지 나눠줄 수 있는 심성을 소유, 모든 이들에게 인기를 독차
지하고 있는 직원... 바로 칭찬릴레이 두번째 주인공 제주지소 김경범님입
니다...

겸손을실천으로...
보리가익으면고개를숙이듯동료들과민원인들에게자신을낮추나자신
감을잃지 않고 진취적이며 궂은일에는항상 솔선수범하며앞장서니, 모두
에게신뢰를받으며이는활기찬 사무실을 이루는중요한요소였다고생각
됩니다. 행한만큼답을줄수있는칭찬캠프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제주지소김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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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직장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들을 중심으로 협의위원을 구성하고 수 차례의 열띤
토론을 통해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
시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았습니다.
직협 활동의 추진방향으로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국립식물검역소 직장협의회장

위험평가과 신 용 길

yonggol@npgs.go.kr

운영되는 식물검역소를 구현하기 위해 직협이 솔선
수범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열린 직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복지, 근무환경 등 식물
검역소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
히 경주하겠습니다.

식물검역소직장협의회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소 직장협의회 제2기 집행부를 맡게 된
직협 회장 신용길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고 제2기
집행부가 출범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속에 직장협의회는 아주 조금씩
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과 같은 연배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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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첫째 회원 고충처리 센타
를 운영하여 전보인사 등 회원들의 고충사항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체 직협을 구성할 수 없는
5급 기관장 기관인 호남, 제주 및 남부격리재배관리
소 직원을 본소 직협의 지부로 통합하는 직협을 설
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직협연찬회와
동호회 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직
원간의 유대강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관

장과의 협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직협은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살아가는

고인이 된 이은주씨의 조의금 지급문제로 직원 본인

조직입니다. 직장협의회 제2기 집행부는 협의위원

애사시 성금 모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급하게 실시한

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진정한 권익신장을 위해 앞

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공고가 난지 불과

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

만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도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성금을 조성
하여 조의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원
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고마워하시던 이은주씨 어
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직협 회장이 된 이후 처음으
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 참으로 많은 직원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
습니다. 직협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합의
된 생각들이 동료들과 상사에게 건전하게 흘러가기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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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식물 격리재배 검사에 대하여

방제과 최 춘 태
ctehoi@npgs.go.kr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농
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식물검역기관인 국립식물검역
소는 수출입되는 식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국가가 식물방역법을 제정하여 식물검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농림산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
병해충이 수입 식물류에 부착·유입되어 국내식물에
전파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방지하는데 있다.
그런데 수입 식물류 중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수입 이후 국내에서 증식되어 전국 각지로
공급되므로 외래병해충이 감염되어 있을 경우 그 파
급영향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병해충 방제비용 또
한 커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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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역 자유화 이후 재식용 식물의 수입국과
수입 품목이 계속 다양해지고 증가됨에 따라 외래병
해충의 유입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
림산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식용 식
물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
록 수입 이후에 별도의 안전관리와 철저한 검역을
위해 격리재배라는 방식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해 오
고 있다.
식물검역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전파를 방지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도착지의 공항·항만에서 국
경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식용 식물은 도착지검
사만으로는 잠복되어 있는 외래병해충을 검출하기
곤란하여 도착지검사 결과 수입 통관이 되었다 하더
라도 통관 이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국립식물검
역기관의 국가포장 등에서 일정기간(파종 또는 재식
시부터 2년 이내) 재배하면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격리재배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수입
식물에 악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와 국내에 전파
될 경우, 수출 상대국의 수입규제요인이 되어 오히
려 수출길이 막히고 식량·과수 및 화훼산업의 생산
기반 붕괴 우려 등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재식용 식물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재식용 식물 중 격리재배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식물은 화훼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

근, 사과·배·복숭아 등의 주요 과수류 및 유실수
의 묘목·접수·삽수, 양딸기묘 및 장미나무로서 과
수 및 화훼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업산업 재배 작물류 등이다.
농림산업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검역의
전 과정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축코자 수입 이전
수출국에서의 현지검역, 수입 이후 도착지 국경검
역, 통관 이후 격리재배검역 등 모든 검사에 과학적
이고 효율적인 식물검역체계를 확립하여 식물류 수
입형태별로 정밀검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객
휴대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검
역 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효율적인 검역대책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식용 식물 중 대량 수입되어 전국 각지의
농토에 보급되는 화훼 구근류와 양딸기묘에 대해서
는 국경 검역에 앞서 수출상대국에서 현지검역을
2003년부터 실시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
게 되었으며, 특히 화훼 구근류는 전체 수입량의
95%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점, 수입 구근
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백합·글라디올러스·
튤립·프리지아·아이리스 5개 품목인 점을 감안하
여 지난 10여간 검역 협상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와의 공동으로 구근 검역시스템 및 재배지 검사를
하는 현지검역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중국 등
타국에서 채종되어 국내에 들어와 다시 수출되는 채
소류 종자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 도입과 채종지
의 재배지검사를 통해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종자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에 현지검역을 함으로써 검역적 안전성 확보
뿐 아니라 농업인의 우량 종묘 공급지원 등 검역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량 수입된 양딸기묘는 매년
우리나라 일부 딸기 재배농가들이 수입업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맺고 중국산 육묘를 공급 받아 딸기 농
사를 지어 왔으나 그 동안 수입 육묘의 도착지 국경

검역에서 흙 부착, 병해충 검출 등 불량 묘 수입으로
불합격되어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어 업계 및 농가
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하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검역관을 수
출 상대국에 파견하여 수출국 재배포장에서 현지 검
사를 실시하여 유입 가능한 잠복 병원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우량
종묘를 농가에 적기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 격리재배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검역인력도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도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검사기법 개발, 항혈청 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프라이머 개발 등 조사연구사업을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하는 한편, 무역
및 검역여건 변화에 대응한 각종 제도의 정비·보완
을 통해 검역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도착지 검역에
서 검출이 가능한 병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서는 격
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민원인의 편의도 도
모하는 동시에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수입통
관 이후에도 국내 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 기간 재배하여 생육 중에 잠
복된 병원체를 검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재식
용 수입 식물의 재배지에서 해외병해충 예찰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검역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재
배지에서의 현지검역, 수입 이후의 국경검역 및 격
리재배검역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을
자자손손 보존하기 위해 우리 식물검역소 모든 직원
은 혼연일체가 되어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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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소 식물검역주사 백 낙 현

camel@npgs.go.kr

동남

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태국
은 신혼여행지로 한국 사람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태국으로 현지
검역을 다녀오라는 소식을 듣고는 외국에 나간다는
기쁨은 잠시 76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낯선 곳에
서 지내야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른 아침 등짐을
들쳐메고 현관을 나섰는데 반팔소매 사이로 겨울 찬
공기가 느껴지는 순간 그제서야 긴 여정을 떠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긴장한 탓
인지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주먹과
장단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승무원의 안내로
어렵지 않게 자리를 찾아 앉고 나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고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형형색
색의 옷차림을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여행가는 사
람들로 비행기는 가득 차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여
교사는 치앙마이라는 곳을 동료직원들과 여행을 간
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 치앙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다.
태국의 사람, 문화, 관습, 생활 등에 대한 많은 궁
금증을 안고 방콕의 돈무앙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계절만 있는 더운나라 그 무더운 기운이 코끝에 와
닿는 기분이었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로 태국 중남
부에 위치하고 우리의 한강과 같은 차오프라야강이
서쪽으로 구불구불 흐르며 전형적인 열대몬순기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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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10월에 집중 강우하는 곳이다. 또한 정치·경
제·문화 등 모든 활동의 중심이며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중심
지이기도 하다.
태국 국기의 삼색은 흰색(불교), 파랑(왕조), 빨강
(국민)으로 국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며 그들의 왕은 그 어떤 존재보다 잠재적 힘
을 가진 존경의 대상이다. 방콕에 도착해 숙소로 이
동하는 동안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원의 뾰족
지붕과 전시된 왕의 사진들은 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마침 도착한 날은 운이 좋게도 방콕 내 농업분야 전
공으로 유명한 카세사대학의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그들의 대학문화를 접할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주요
도로에는 우리의 야시장을 방불케하듯 수많은 먹거
리와 옷가지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그
들의 연구성과와 전통을 알리는 전시물을 진열해 놓
고 있었다. 축제는 활기가 넘치면서도 질서있게 진행
되고 있었으며 한참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
안 마치 내가 한국의 어느 대학에와 있는 것으로 착
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얼굴빛이 햇볕에 그을려 검
은것외에는우리와모습이너무나흡사했다.
태국에서 처음 말을 건네고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태국 검역소 직원과 수출회사 직원이었는데 우리가

내를 해주었고, BTS(우리의 지하철과 같은 태국의
지상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버스에 쿠폰도 없이 덥
석 올라탔다가 쿠폰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도 부족해
자신의 역을 지나치면서까지 목적지에 데려다 준 한
아저씨의 배려에 그들의 정을 마음 깊이 느꼈다.

그림12 태국 소수민족의 전통의상

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만 방콕만큼은 그렇
지가 않은 것 같았다. 방콕 중심부에 늘어선 대형 백
화점은 태국인보다 외국인의 발길로 넘쳐났고 각종
높은 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큰 도시가 그렇듯이 교통의 혼잡과 상업적인 건물로
넘쳐나기 마련인데 이런 점에서는 방콕도 예외는 아
니지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 등이 곳곳에 조성
되어 있고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그들만의 특이
한 교통수단이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룸피
니공원과 그들만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택시 등을
들 수 있다. 룸피니공원은 방콕 최대의 공원으로 태
국 왕실의 소유지를 일반시민에게 개방한 곳이며,
혼잡한 도심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저렴한 교통수단
이 오토바이택시와 삼륜차를 개조한 듯한 툭툭이라
는 것도 이색적이었다.

그림13 축제기간 농산물 전시 모습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나라답
게 두 손을 가슴에서 합장을 하며 상대방에게 존경
심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태국인들은 종교적인 영향인 지는 모르겠지만 예
의를 중요시하고 친절하면서도 온순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강하지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태
국에서의 첫 휴일에 무턱대고 방콕시내로 나섰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를 몰라 어쩔줄 모르고 있었는
데 한 여대생이 나를 소형버스에 태워 숙소까지 안

그림14 룸피니공원 앞 오토바이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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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룸피니 공원의 전경

카세사대학 내에 위치한 태국 검역소는 15명으로
구성된 증열처리담당 연구원들이 망고 등 수출검사
와 증열처리실험을 전담하고 있으며 증열처리장으
로 이동하기 위해 방콕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느
덧 줄줄이 늘어선 바나나와 야자수를 쉽게 볼 수 있
고 그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가 나타난다. 망
고재배지는 방콕에서 대체로 차로 3~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수출용재배단지에 대해 태
국정부 DOAE(우리나라의 농촌지도소)에서 주기적
인 병해충관리지도 및 식품의 안전성(Food Safety)
을 증명하는 GAP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16 봉지쒸우기(노란색) 유무에따른 색깔차이

32

식물검역정보 NPQSnews

불교의 나라, 태국. 이른 아침 숙소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죽은이의 명복을 바라는 뜻으로 자신의 대문앞
도로변에 물이 가득 담긴 물병이 놓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맨발의 승복차림을 한 승려가 지나가면
너나없이 기다렸다는 듯 시주를 하는 광경을 볼 수
가 있다. 태국의 가정에는 거의 모든집에 작은 사당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으며 '싼 프라품(San Phra
Phum)' 이라는 이름의 이 사당은 대게 마당 한 모퉁
이에 놓여 있는데, 마당이 없는 집은 거실이나 방안
에 있는 경우도 있다. 태국인들은 매일 아침 이곳에
먹을 것과 꽃 등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며 불공을 드
린다. 이러한 관습은 가정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에서도 사당은 없지만 운전석 위의 거울엔 어김없
이 하얀 자스민 꽃으로 된 작은 '퐁 말라이'가 걸려
있다. 역시 이것도 운전수가 안전운행 또는 개인적
인 소원을 비는 의미로 불공과 같은 뜻을 지닌다.
방콕 중심가에서 서쪽에 위치한 왕궁 주변지역은
차오프야강과 방람푸 운하 사이에 낀 지역으로 화려
한 왕조의 역사를 간직한 왕궁과 와트프라캐오, 와
트포, 와트아룬 등 유명한 사원이 있는 방콕관광의
명소가 집결된 곳이다.
방콕에서 차오프라야강을 따라 북쪽으로 1시간 가
량 자동차로 이동하면 태국의 옛 수도인 야유타야가

그림17 왕 궁

위치한다. 이 곳은 1351년 초대 우통왕이 야유타야
왕조를 연 후로 30명 이상의 통치자가 400년 넘게
영화로운 왕국을 이어온 곳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
및 서구 여러나라와 무역이 번창했으나, 미얀마군의
총공격을 받아 1767년 그 역사의 막을 내렸다. 역사
의 증거인 이곳은 현재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
어 있으며 수많은 사원과 유적이 남겨져 있어 태국
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방콕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는 미얀
마에서 흘러들어오는 콰이강을 따라 대자연의 풍경

이 펼쳐지는 칸차나부리라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영
화『콰이강의 다리』
의 무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극의 무대가 된 철도 도시로 제2차 세계 대
전 당시 일본군은 군수 물자 보급로의 확보를 위해
1943년 1월 ~10월에 태국-미얀마간 철도를 건설했
다. 전세가 악화되면서 다급해진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와 태국인, 미얀마인 등의 현지 주민들을 강제
로 공사에 동원시켰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낸 곳으로 전시 중에 파괴되었으나
지금의 다리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복원한 것이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를 뒤로 한 채 현재는 콰이강
사이로 펼쳐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곳으로 방콕으로 가는 열차도 운행 중에 있었다.
태국인들은 이처럼 미얀마의 침입과 서구제국 열
강의 식민지화 공세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나라로
서 연중 더운 날씨 속에서도 게으름을 피거나 짜증
내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자국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스게소리로 태국의
계절은 크게 두 계절로 나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더
운계절이고 두 번째는 매우 더운 계절이다. 지금도
태국인들은 햇볕에 그을린 구리빛 얼굴에 미소를 머
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림18 야유타야왕조의 유적

그림19 연꽃을 베고 누워 있는 불상

그림20 콰이강의 다리를 운행중인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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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곤충 불법반입 사건을 수사하고서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박문규

blue-mg@hanmail.net

사건의 시작은 2006년 1월 25일 특급우편물
(EMS로
)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해 살아 있는 대만산
외국곤충을 밀반입한 사실을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
담담 검역관이 적발하여 피의자의 거주지인 김포공
항출장소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자체 내사계
획을 수립한 후 신속히 내사에 착수하였다.

지역 위치에서 식물방역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검역질서 확립에 불철주야 매
진하는 선배·동료 직원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미천한 내 자신이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우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
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자료를 확인하는 등 내사한 결과 과거에도 곤
충을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당한 사실과 추적을 피
하기 위해 주변 직장동료 등 타인의 명의로 밀반입
해오고 있음도 확인되었으며, 외국의 공급자는 우편
물의 기표지에“Album앨
( 범)”
으로 허위 표기하여
발송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살아 있는 곤충을
수입하려고 한 여러 단서가 포착되었다.

지금까지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으
로 직접 수사한 사건이라 힘은 많이 들었지만 새로
운 사실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분들에
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곤충
표본을 주문했으나 대만측 공급자가 자신의 주문 메
일을 잘못 이해하여 살아 있는 곤충을 보냈다고 주
장하여 이에 주문내역 확인을 요구하자“메일을 저
장해 놓지 않아 현재 확인시켜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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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식물방역법 제7조
에 규정된 수입금지품(해충)을 상습적으로 불법 수
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온 피의자를 적발하여 동법
제32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원) 받
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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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해
가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따라서 별다른 수사경험이 없는 초보 특사경인 나
로서는 큰 걸림돌에 가로막힌 느낌이 들었으며, 지
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된다.
여러 정황상 혐의는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순순히
자신의 위법행위를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사
실을 입증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피의자와 공급자간에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해서 이
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라는 생각
이 들었다.
결국 피의자의 주문메일을 확보하라는 본소의 수
사지침을 받고,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
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하였으며, 중요하
고 바쁜 업무를 접어두고 조목조목 친절하게 잘 설
명 해주신 담당 검사님 덕분에 마음속으로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
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압축화일로 제공받은
메일의 용량이 너무 방대해서 혼자서 일일이 확인하
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퇴근 이후에도 사무실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의 메일을 하나하나 확
인하던 중 드디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메일을 찾게 되었고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찾은 메일을 증거로 이후 피의자를 추궁하
여 40건에 이르는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2개월
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
치 할 수가 있었다.
동료직원, 담당검사님,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초보 특사경인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글로 감
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담당 검사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주)다음커뮤
니케이션을 현장 방문하여 영장을 집행한 결과 다행
히 피의자의과거 메일대부분을 확보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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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WFC
(World Flower Council)를 다녀와서
션이 3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번 행사의 주제“캐
나다 튤립 페스티발”
에 걸맞게 캐나다 오타와에서
꽃의 향기가 행사 5일 동안에 걸쳐 퍼져나갔다.
국제검역협력과

김근숙

kskim2@npgs.go.kr

WFC

(국제회장 DEAN WHITE) 행사가
공동 의장인 캐나다의 Mr. Joel
Marc Frappier, CAFA 및 토론토 WFC 대표인
Mrs. Patricia Patrick의총지휘로 가장 큰 튤립 페
스티발인“캐나다 튤립 페스티발”과 페스티발의 플
라워 쇼인“튤립 익스플로젼”
이 2006년 5월 17일
부터 24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 Tulip
Explosion world stage"를 주제로 세계 16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94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WFC가 개최되었
을때 동상을 받았고, 그후 다른 나라에서 개최시는
여러 여건상 참석을 하지 못했었다. 20여년을 꽃을
배우고 익힌 실력을 넓은 세계무대에서 펼쳐보고 싶
은 욕망으로 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WFC 행사는
장기재직 휴가를 신청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과감히 추진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캐나다 꽃 가꾸기의 발전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캐나다의 전통을 주제로 펼쳐진 작품들이 소개되었
고, 전통의상에 맞춘 부케쇼와 개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식일정과
더불어 WFC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미대사관으로
부터 초대를 받아 세계각국 플라워디자이너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졌고,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짧은 일
정에 맞춰 관광(전쟁기념관, 노틀담성당, 미술박물
관, 시내관광 등)과 함께 선상디너, 컨벤션센터에서
WFC 참석자들을 위한 제 16회 화훼쇼를 참관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WFC 의 세계적인 행사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에서 활동하는 플로리스트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
품이 세계속에 깊은 인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소로, 2007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WFC
에도 많은 활동과 다양하고 풍성한 저력을 기대해
본다.

WFC(World Flower Council)는 꽃을 통해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적이며, 꽃 장려와 세계적인 규모의 꽃 본포도 뿐만
아니라 꽃을 즐기며, 꽃의 신기술을 교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며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더 나은 꽃
산업이 되기 위해 일하며 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어 낼 것을 목표로 매년 열린다.
2006년 WFC행사의 일정은 나라별 꽃 프리젠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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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기고

인천항과 항만용어 소개

중부지소

전삼영

syjeon1136@yahoo.co.kr

인천항

은 1883년 부산,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일반 상업항구로 개항되었
다. 당시 인천항은 제물포라는 한적한 어촌포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개항이 됨과 동시에 정치, 외교, 군
사,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어 국제항구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은 지리적인 중요도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10m에 달하는 자연적 취약성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식 선거시
설이 필수적 이라서 1911년 6월 인천항만의 축조를
착수하여 조수간만에 관계없이 선박의 입출항이 가
능한 선거(DOCK를
) 1918년 10월에 준공하여 최초
의 근대적 갑문식 항만시설이 건설되었다.(4천5백톤
급 3척과 2천톤급 4척이 동시 접안 가능)

해방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천항
의 해상 물동량이 대폭 급증하여 정부는 1966년 6월
인천항 제2도크공사에 들어가 총 사업비 1백49억8
천5백만원을 들여 선거 5만톤급 1기, 1만톤급 1기,
갑문 4연을 1974년에 완공 하였다.(공사기간 8년)
개항당시인 1880년대에는 인천항 전체 수출입중
대중국 교역량이 80%를 점유하였으나 1930년대의
청일전쟁과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교역물동량은 급격히 감소 되
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점등하기 시작한 대중국
교역 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 북방정책의 전진기지
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인천항의 교역량은 급
격히 증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간의 변화속에 2000
년대의 인천항은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전진기지
로서 대륙교역의 중심항만기능과 수도권의 국제해
상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항만시설능력
도 1993년에는 년 3천6백만톤에서 2011년에는 6천
9백만톤으로 증가되고 광역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1억1천1백만톤으로 확대됨과 더불어 선박 접안 능력
도 현재의 5배가 넘는 1백90여척으로 향상되어 명
실상부한 우리나라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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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용어설명
■ 계류(mooring)
선박 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은 것
■ 계선부표(mooring buoy)
항만내의 부두외에 외항에 선박을 계류시켜 정박
하기 위한 설비이며 통상 직경 3m내외의 철제통을
해상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시킨 계
선시설로 부표의 윗부분에 있는 고리에 선박의 로프
를 매어서 계류시킴
■ 내용연수(service life, durable years)
어떤 시설물이나 각각의 부분이 사용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연수, 수명이란 용어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시설물이 존재할 때까지의 기
간을 수명이라 하는 반면 어떤 시설물이 그 목적으
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의 내용연수로 함
■ 돌핀(Dolphin)
육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해상에서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정의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
해상 시설물, 배를 연속된 계선안에 계류하지 않더
라도 2-4개소의 구조물로서 1버스(berth를
) 구성하
므로 목적에 따라서는 대단히 경제적이다.
대체로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곡물, 석탄, 유류
등의 하역은 육안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도 가능
하기 때문에 돌핀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 도선사(pilot)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이동하거나 접안하도록 안내하는
자. 항만내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도선
사의 승선을 강제화 하고 있으며 도선사가 되기 위
해서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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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부두(multi-purpose terminal)
팔래트화물, 철재, 목재, 자동차, 중기계 등 여러
종류의 화물들이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전용부두건설
에는 경제성 없는 경우에 여러종류의 화물을 한 장
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부두. 다목적
부두는 일반화물 부두보다 다양하고 많은 하역 장비
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상 일반화물부두보다 부두폭
이 넓고(300m) 필요시 컨테이너 피더부두 등 전용
부두로 쉽게 개조되어 사용될 수 있음
■ LCL Cargo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화주 1인의 화물로서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 컨테이너에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화물
■ 무료 장치기간(free time)
선적대기 화물 또는 양하된 화물을 부두내 야드에
서 무료로 장치할 수 있는 기간
■ 물양장(lighter's wharf, inclined wharf)
전면수심이 보통 4.5m 이내인 1천톤급 미만의 소
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
■ 바지선(barge)
항만내부나 하구 등 비교적 짧은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 부두에서 본선까
지 화물을 나르거나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
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자항장치가 있는것도
있으나 보통은 끌배로 끌게 되어 있음
■ 벌크화물(Bulk Cargo)
곡물, 석탄, 광석 등의 대량화물은 일정단위로 포
장하지 않고 가루 또는 낱알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하

여 적재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말함. 화물의 성격상
복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박구조의 구획설계가 의
무화 되어 있음(SOLAS협약). 벌크선은 선박크기에
따라 보통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됨. Handy size :
2.5-4.5
만 DWT, Panamax : 5-7만DWT, Cape
size : 12-15만 DWT
■ 부두운영회사
(Terminal Operation Company : TOC)
일정한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갖
고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일정한 화물 운송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철도, 트
럭, 선박, 항공기 등 최소한 2종류 이상의 수송수단
을 결합하여 수송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운송형태
■ 선석(Berth)
항내에서 선박을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 선거(Dock)
선박 건조, 개조, 수리 및 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
용하는 장소로 입출거 또는 상하가장치 주배수 장치
및 작업기구 등이 장비되어 있다. 선거에는 건선거
(dry dock), 계선거(wet dock), 부선거(floating
dock), 선가(slip dock) 및 승양선거(engraving
dock)등이 있음
■ 세미컨테이너선(semi-container ship)
일부선창을 컨테이너 전용창으로 하여 갑판상의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배를 말하는데 이 배는 컨테이
너화물과 일반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컨테이너 전용 선박과는 달리 보통 선상 크레인을
갖추고 있음

■ 십로더(ship loader)
십 언로더(ship unloader)와는 상반되는 용도로
사용. 지상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운송된 철광석, 석
탄, 곡물 등의 화물을 슈트를 경유하여 기내 컨베이
어에 운송하고 배에 선적하는데 사용
■ 수심(Depth of Water)
수면에서 바닥까지 바닥에 연직한 방향으로 측정
한 물의 깊이. 즉 기본수준면(±0.00m아
) 래 물의 깊
이는 (-)수심으로 기본수준면 위 물의 깊이는 (+)수
심으로 표시됨
■ 용선(Charter)
해운업자가 타인 소유의 선박을 계약에 의하여 빌
려 운항하는 형태. Voyage Charter(항해용선),
Time Charter(기간용선), Bare Boat Charter(나
용선)의 3가지 형태가 있음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의 하나인 전자문서교환기술
로서 거래 당사자간에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사용하
여 데이터 통신망으로 컴퓨터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 예정시간
■ 일반화물(general cargo)
특별한 취급이나 적재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화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잡화이
다. 운송상에 있어서 적량으로 포장되어 취급이 편
하고 다른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우려
가 없는 화물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가 필요치 않
는 조잡한 화물이나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도 이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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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휄스(oil fence)
해상에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류오염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주위에 설치하는 방지
막. 보통 폭(높이)이 1m내외, 길이 20m를 1조(set)
로함
■ 온 독 시 와이
(on-dock CY, on dock container yard)
컨테이너 부두내의 컨테이너 장치장.

■ 지정하역회사제도(TOC system)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하역사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두의 물자별, 기능별로
하역작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관계당국이
하역회사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친수공간(water-front Area)
도시나 마을에 인접해 있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
로서 주민이나 방문객의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마음

■ 예선, 예인선(tug-boat, towboat)
소형 고마력선으로 선박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
■ 야적장(yard)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 없는 장소

을 열어주는 여가공간을 의미함. 장래의 항만개발은
친수공간 등을 종합적인 항만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총톤수(gross tonnage : G/T)
우리나라의 해사법령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
를 나타내는 지표. 용적톤 으로서 선체의 총용적에
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항해?안전?위생에 관

■ 정박(Anchoring, Anchorage)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 묘박(mooring이라고도
)
함
■ 접안능력(Berthing Capacity)
당해 부두에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최대 선박의
척수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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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공간을 차감한 전체용적을 톤수로 환산(100
입방피트=1톤)
■ 컨테이너 장치장(C/Yard, C/Stacking Area)
선박에서 컨테이너 적재 양하를 위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인도하는
장소로 보통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이

■ 자유항(free port)
특정 무역항의 전역 또는 일정 지역을 통과하는
외국화물에 대해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
유롭게 출입되도록 허용하는 항구

라고도 통칭한다. 부두 내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대

■ 전용선
(special cargo ship, specific bulk carrier)
특정한 화물을 전문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주로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대부분은 적재
지까지 공선으로 간 다음 회항한다. 액체운반선,
LNG선,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중량물 운반선, 컨
테이너선 등이 있다

■ 티이유(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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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터미널 내에 보관하
는 on-dock CY와 터미널 외곽지역인 시설 CY, 즉
off-dock CY로 구분된다/

컨테이너의 규격에는 그 길이에 따라 20피트와
40피트 짜리가 있는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고 함.(따라서 40피트 컨테이너는 2TEU가
됨)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모든 통계의 기
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 loads : FCL)
화주 1인의 화물로 컨테이너 1개를 가득채운 컨테
이너. LCL과 대비
■ 홀수(Draft)
어떤 선박이 화물을 만재했을 경우 선박 정중앙부
의 수면이 닿은 위치에서 선박의 가장 밑바닥 부분
까지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만재홀
수, 형홀수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통은 그냥홀수라고

- 감정업 : 선적화물의 적재에 고나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
- 검량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
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
명하는 사업
- 검수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
에 그 화물의 수를 계산하거나 수를 증명하는
사업

부름
■ 환적(T/S : transhipment)
일정한 선박에 실려진 화물이 바로 목적지로 향하
지 않고 다른선박에 옮겨 실려지는 것. 중국에서 미
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
로 가지 않고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의하여 부산항
으로 수송된 후 부산항에서 부산/북미항로의 대형선
박에 옮겨 실은 후 미국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그 예
에 해당. 환적 컨테이너는 부두 배후 교통수요를 유
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당국 입장
에서는“황금알”
로 불리우며 따라서 세계 항만들간
환적컨테이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 해안(shore)
해수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양에 아주 인
접한 육지
■ 항만운송사업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
는 사업. 항만 하역업, 검수업, 검정업, rajfid업이
이에 해당함.
- 항만하역업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
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내려 화주에게 인계하거
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에서 선박에
싣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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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가제3국산인식물을우리나라 □ 폐기방법에는어떤 것이 있나요?
로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증명서를 ○ 식물의 종류나 발견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 합니다
첨부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입된 브라질산 커피두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인 미국에
서 발행한 식 물 검 역 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또 는 재 수 출 식 물 검 역 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
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들 증명서의 원산지란에
는 원래 생산된 국가명(브라질)이 기재되어야 합
니다. 다만, 다른 국가(미국)를 단순 경유한 경우
에는 생산국(브라질)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단순 경유 : 화물이 경유국가로 수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해충에 대한 감염 및 오염에 노출되
지 않고 경유한 경우를 말함

□ 수출국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어떤 처벌을받습니까?

- 폐기방법에는 소각, 반송, 매몰, 분쇄,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등이 있습
니다.

□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폐기해야하나요?
○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 폐기는어디에서해야 하나요?
○ 폐기 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 국내 처리시설 목록은 우리소 홈페이지‘전자민
원창구/자주묻는질문/ 소독처리 안된 수입목재
포장재를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을 알고 싶습니다.’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자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당해 수입식물은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합니다.

<폐기이행기간연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이행기간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1) 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2) 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의 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4) 기타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등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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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명령을받은화물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 상자 등의 4면에 폐기대상품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
○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 안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어떤 식물을선별폐기할 수 있는지?
○ 금지품이 발견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지품만 선별하여 폐기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지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는 경우》
○ 푸른바나나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황색 바나나가 혼입된 경우
○ 소맥에 협잡물이 혼입된 경우
○ 식물성이 아닌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재료로 금지품(목재포장재를 제외)를 사용한 경우
○ 금지품인 목재류와 금지품이 아닌 목재류(검사제외가공품 포함)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포장재에 부착된 흙을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비닐끈 등 수입금지식물이 아닌 물질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 있는 박스와 짚 등 수입금지식
물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 경우(수입금지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박스에
대하여 폐기)
○ 제재목에 금지품인 흙이 붙어 있는 것과 흙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제재목에 대하여 폐기)
○ 수입냉동고추에 금지품인 생고추잎 또는 줄기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금지품에 대하여
폐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pqs.go.kr)“전자민원창구" 또는 국립식물검역
소 검역기획과 031-449-0524민원담당
(
전대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검역기획과 전대수
chunds13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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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회의

12 국제회의
■ FAO/IPPC 제1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
(CPM) 참석
4.3~4.7.(일간)
5
이태리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
된 FAO/IPPC 제1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의에 국제
검역협력과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은 ▲ISPM 개·제정에 우리
나라 의견을 반영하여 채택▲CPM 체제를 위한 조
직 구축 및 위임사항과 의사절 채택 ▲우리나라대표
단은 농림부에서 확보한 2006 예산을 근거로 ISPM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정례회의로
서, 우리측에서는 안영수 국제검역협력과장 외 6명,
일본측은 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 검역대책실장인 오
무라 카츠미 외 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일공통분포 병해충의 비검역병해충 확대지
정, 일본산 사과 수입금지 해제 요청 등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회의 후에
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파프리카 재배농가, 감
귤 재배농가 등을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개정(안)에 대한 IPPC의 아·태지역 워크샵 개
최를 유치하는 등 ISPM 제·개정안 채택을 위한 회
의에서 아국 의견이 반영되어 분쟁해결보조기구
(SBDS의
) 위원직 유지로 우리나라의 식물검역분야
위상 제고 및 지역내 리더쉽 역량 강화 계기를 마련
하였다.

■ 한국-호주식물검역회의개최
2006 한국-호주 식물검역회의가 5.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
단은 한국산 감귤,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 추진, 한국
산 단감에 대한 호주의 검역규제 완화 방안, 호주산

IPPC회의 장면

망고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에 대한 저온처리온도 조정 등 양국 식물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후 우리 대표단은 타스마니아로 이
동하여 타스마니아주의 식물검역 체계와 과수 생산
및 수출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일본식물검역회의개최
“한국-일본”식물검역 실무자회의 6.14~6.16. 우
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
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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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
□「2006
년 고양꽃세계박람회」
- 식물검역 홍보관 운영
’
06. 4. 28.~5. 10.(13일간) 고양시 KINTEX 전시
장에서 식물검역 홍보관을 운영하여 박람회를 관람
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
시켰다.
이번 행사는 국내 139개, 해외 28개국 105개 업체
가 참여하였으며 관람객은 약 400천명이 다녀갔다.
『식물검역 홍보관』
의 주요 전시 내용으로는 주요 수
입금지 생과실 표본, 국내·외 중요 병해충 표본 및
식물검역 홍보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식물검역 안내
로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식물검역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크 표시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수출되는 목재포장
재에 대한 소독처리, 마크 표지 및 관리 등이 적정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을 발표 홍보하므로써 우
리나라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의 철저한 검역을 유
도하였다.

□
「식물검역청렴·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식물검역 청렴·혁신업무 진단·자문하고
실효성 제고를 목표
’
06. 5. 25.「식물 검역 청렴·혁신자문위원회」
를
설치 (민간위원5명, 내부위원9명)하고외부 민간위원
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이기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공직사회
는 강력한 부패 척결 추진과 함께 혁신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외부 자
문위원들이 식물검역소가 잘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사고까지 과감히 전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과 비판을 당부하였다.

식물검역홍보관

□ 중국의목재포장재검역시스템조사
’
06. 5. 25.~5. 28.까지4일간 중국의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의 검역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중국은
자국의 규정대로 수입 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는

□ 정보화능력경진대회개최
’
06. 5. 26. 정보화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
적 추진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정보화
능력경진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소,
지·출장소 직원 29명이 참가하여 전자문서 편집,
프리젠테이션 등 정보화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성적
우수자는 농림부 경진대회에 우리소 대표로 참가하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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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대체약제개발국제현황강의실시
’
06. 6. 1.본소 및 지·출장소 직원을 대상으로 국
제적으로 MB의 사용규제로 인한 대체약제 개발 현
황에 관하여 동부한농 농생명연구소 이병호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내용으로는 토양용으로 메탐소
디움, MITC, Dazomat, MI 등이, 목재용으로 SF,
EDN, PH3 등이 신선농산물용으로 Ethyl formate
등이 개발 연구 현황 설명을 더불어 새로운 약제의
우리나라 적용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
므로 지금부터라도 국내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社1村 농촌봉사활동실시
- 충북 충주시 선권마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
움에 처한 자매결연 마을인『선권마을』
을 찾아 ’
06.
6. 2.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소직원(19명)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지소(6), 중부지소(5)등 바쁜 업무 와중에 많은 직원
이 참여하여 옥수수, 브로콜리 가지치기 및 잡초제
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더운 날씨에 몸은 힘들었지만 자매결연 마을
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직원의
농촌사랑을 되새기는 값진 경험을 할수 있었다.

는 잡초종자나 곤충표본을 국립수목원에 제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종 기초응용 연구에 활용
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측도 검역업무에 필
요한 생물표본자료 및 정보를 제공키로 하여 양 기
관의 축적된 연구 자료들이 상호 교류됨에 따라 상
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목원생물
표본교류·협력양해각서(MOU) 체결
국립식물검역소는 국립수목원과 생물표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
06. 6. 1.체결하였다.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국립식물검역소와 국립수목원과
생물표본 관련 연구와 표본의 교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검역업무 과정에서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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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록콜리 가지치기 작업

□ 농업전문지기자단간담회실시
’
06. 6. 15.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농업전문지 기
자단 9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소 업무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기식 소장의 인사말, 검역기획과장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브리핑 및 기자단의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농림부 보도자료를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간담회
를 개최하여 기자단에게 우리소의 정보를 직접 전달
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

학습함으로써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는 한편, 우리
소에서 제공하는 혁신성과를 식물검역 주요 고객이
직접 체감토록 하는 등 혁신성과를 가시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수입용 마늘·쪽파 검사방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개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

□ 국립식물검역소, 혁신우수사례 발표
대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소내 혁신 문화의 확산과 정착
을 위해 본소 직원 및 지·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
06. 6. 19. 2006년 상반기 혁신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가졌다
이번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검역현장에서 묻혀
있는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전직원이 공유하고

국립식물검역소는 ’
06. 6. 22. 농림부 4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수입식용 마늘과 쪽파에 대한 검사
방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마늘과 쪽파의 국내 수입·재
식시기·재배기간, 잠복성 검역병 등 다각적인 면에
서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보완하
였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선된 검
사방법을 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하도록 지·출
장소에 지시하고 수입업체 등에 사전홍보 및 농민들
이 비재식용 마늘을 식재하지 않도록 농림부 등 관
계기관에 협조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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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 해충실험실오픈
기존에 본소 별관 1층 병해충실험실에서 병ㆍ해충
관련 실험 및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보다 효
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해충 분야만 분리하여
’
06. 6. 23. 별관 2층으로 이전 오픈하였다. 이전 결
과 병리실험실(62평)과 해충실험실(28평) 모두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분류동정 및 직원교육 시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이전한 해충
실험실에는 광학현미경 외 17종 30여대의 장비와 해
충분류동정 자료 및 비교 표본 등을 구비하고 있다.

병리실험실(별관 1층 단독사용)

해충실험실 (별관 2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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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농림부장관기농림기관
축구대회참석
’
06. 6. 10.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
한 농림기관 축구대회에 우리소 검돌이 선수단이 참
가하였다. 이번 대회를 대비하여 검돌이 선수단은
한달여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훈련에 매진하였으나
6강 토너먼트에서 농협중앙회에 아깝게 0:1로 패하
여 준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
비록 승부에는 패하였으나 경기 당일이 휴일이고
집중호우로 응원장소가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식검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꼭지점댄스 및 열
렬한 응원을 선보여 타농림기관의 모범이 되었다.

지·출장소
【인천공항지소고성출장소】

【중부지소】

□ 식물검역 교육 및 홍보실시
□ 수입식물 검사 완료 후‘檢’
자 도장 날인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출장소장 이춘진)는 동
중부지소(지소장 하동호)에서는 식물검역 회피를
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교육장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목적으로한 품목 바꿔치기, 허위검사 범죄행위가 발
현지 안내 등을 책임지는 관광 조장 약100여명을 대 생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현장검역이 끝난 일부
상으로 5회(7.3.~7. 7.)에 걸쳐 식물검역관련 교육 품목에 대하여‘檢’
자 도장을 날인하고 있다.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檢’
자 도장(길이 약30cm)을 만들어 범죄 발생이
식물검역의 목적 및 중요성, 식물검역 대상품목, 우려되는 냉동식물류, 곡류(두류), 한약재류, 묘목
수입금지식물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북한산은 흙 류, 목재류등이 입고되는 보세창고에 배부하여(20
과 흙이 부착된 식물(장뇌삼, 더덕)은 수입을 금지하 개) 검역이 끝난 품목에 대해 표시토록 하고 있다.
는 품목이므로 절대로 구입하지 말 것과 모든 휴대 현장 검역후 포장재외부에 표시되는‘檢’
자는 범죄
식물은 입경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도록 금강산을 예방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검역완료품에 대해서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계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어 범죄예방을
아울러 우리소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위해 실시하는“금강산관광 휴대농산물 사전검사
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도 적 □ 인천지역에 대대적인 식물검역 홍보 실시
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부지소에서는 인천지역 주요 전광판, PDP, 유선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5개 구청, 삼산농수산물시장, 인천항
만공사 등이 설치한 17개의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식물검역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야구경기장과 축구경기장의
대형스크린(3개)에도 식물검역 안내 CF를 표출하
고, 또한 60여만가구에 방영되는 북인천방송 등 5개
유선방송사의 자막을 이용하여 식물검역안내 실시
하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강화로 해외여행시 식물류를 휴대반
입하지 않아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 및 차단에 상
금강산 관광조장 교육 및 홍보
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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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생“식물검역현장체험”

□ 인천항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19명(4.25일)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의
「농산물품질관리공직자반」교육생 41명(6.13일)이
참여하는 인천항 수입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 실
시하였다.
서울대학 곤충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식물검역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곤충학이 식물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에 대해 학습코자 이루어졌으며,
6.13일은「농산물품질관리공직자반」
의 현장참여 교
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체험 행사는 홍보비디오 상영, 실험실 검사과
정소개, 주요 식물표본 관람, 생식물 및 곡류 검사과
정 참여 등으로 이루어 졌다. 참가자들은 첨단장비
를 사용한 빈틈없는 검역시스템에 신뢰를 보였으며,
외국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전공지식을 직업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식
물검역소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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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식물검역 관련 교육
’
06.4.26~2일과
7 6.20~2일
1 두 차례에 걸쳐 일야
하이텍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휴대·우편으로 들어오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규정과 검사과정을 설명하고 열대 과일 등 수입
금지식물의 휴대 및 우편반입을 자제하도록 현장방
문 홍보활동을 펼쳤다
□ 민원실 새단장
중부지소(지소장 하동호)는 그동안 내부가 가려진
철제문으로 인해 불편했던 민원인실을 전면유리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
06.6.26
일 새로
운 모습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번공사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벽면 유리공
사 뿐 아니라 내부환경도 미적감각을 살려 따뜻하면
서, 친근감있는 모습으로 단장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등 민원인의 눈으로 만든 민원실이란 점에
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자문위원회 구성, 식물검역 주요현안사항 설명, 자
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 중 위원장 선출, 위
원회 운영계획 설명, 식물검역 청렴·혁신업무의 추
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중부지소안양출장소】

중부지소 민원실 전경

□ 중부지소 천안출장소장 (조정구) 정년퇴임
’
06.6.28
일 직원식당에서 천안출장소장을 역임한
조정구검역관의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서는 지소 전직원과, 천안출장소직원이 참석한 가운
데 본소장님의 기념패전달, 중부지소직원들의 송공
패, 중부지소직장협의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의 전달
에 이어 조정구출장소장 퇴임소감과 하동호 지소장
의 축하인사로 이루어 졌다.
조정구출장소장은 퇴임사를 통하여 명예로운 퇴임
식 자리에 선 것에 대하여 동료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퇴임 후에도 식물검역소의 발전을 위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06년산 미국 수출 포도 검역 요건 교육 실시
중부지소 안양출장소(출장소장 최철종)는 ’
06년산
대미 화성 수출포도 재배농가 및 수출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 포도 검역여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은 재배단지
관리요령, 재배농가 준수사항, 선과요령, 재배지검
사와 수출검사 시 필수적인 대미 수출 검역요건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FTA.등 농림부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홍보하
였다. 화성 대미 수출 포도는 ’
05년도에 검역요건이
마련되어 전국 최초로 83농가 34ha가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48M/T을 미국 뉴욕, LA등으로 처음 수출
하여 수출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금년에
는 200M/T 수출할 계획이어서 국내 포도 가격 안
정은 물론 농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 청렴·혁신자문위원회 구성
’
06.6.29
일 오전 11시 청렴·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 청렴·혁신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청렴·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
위원회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회장 및 관세사
대표, 대행사 대표 등 민간위원 6명과 내부위원 2
명, 간사1명 등 총9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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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청주출장소】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생에 대한‘식물검역 설명회’실시
중부지소 청주출장소(출장소장 김근배)는
’
06.4.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과학대학 산림과
학부 구창덕교수와 대학생 12명에 대하여 식물검역
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가한 대학생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설명회는 식물검역홍보동
영상 상영, 식물검역 업무 안내 및 식물검역직 국가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내용, 식물검역 주요금지
병해충 설명, 실험실 관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
명회는 중부지소 청주출장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해외병해충으로부터 국
내농업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식물검역소의 업무에
대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본 행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생명과학대학 여러 학부 대학생을 상대로 행사를 확
대 실시할 예정이다.

【영남지소】
□ 식물검역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장과 고객간의
간담회 개최
영남지소(지소장 김후동)에서는 2006. 5. 2(화)
16:30~17:30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3층 소회의
실에서 본소장 주재 식물검역관련 수입자, 대행사,
방제업체 직원 등 21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주요 내용은 식물검역 발전을 위해 부패
방지 협조를 당부하고, 민원인들의 애로 및 건의 사
항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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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 1촌 결연행사 실시
영남지소는 2006. 6. 2.(금) 오후에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꽃새미마을과 1사 1촌 결연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출장소 직원 68명과 마을주
민 40명, 관계기관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졌고, 결연행사후 단감 열매솎기,
참게 60,000마리 방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었으
며, 지소에서는 꽃새미 마을에 결연 기념품으로 노
래방기기 1세트, 타올 100매를 제공하였고 이후 참
가자 전원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농산물 직거, 일손돕기 농순물 수출을 위한 정
보제공,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지원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영남지소마산출장소】
□ 식물검역홍보 CF 표출
- 함안군 종합운동장 인근
영남지소 마산출장소(출장소장 김무영)에서는 ’
06.
5. 15.부터 함안군 종합운동장 인근에 설치된 PDP
전광판을 이용, 식물검역홍보 CF를 방영하고 있다.
이는 함안군청의 협조로 1일 30분 간격으로 홍보되
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함안 군
민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도 식물검역의 위상
및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산출장소 사무실>

는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기관의 이미지를 줌
과 동시에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었다.

【호남지소】

식물검역 홍보 CF PDP 표출장면

□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고객 만족 증대
영남지소 마산출장소는 1975년에 준공되어 장기사
용에 의한 시설노후화 및 검역업무 증가에 따른 인
원증원, 각종 사무기기증가, 전기ㆍ통신선이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무실 미관의 손상과 사무
행정 능률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6.9.~6.11.(일간)에
3
사무실 바닥(출장소장실,
실험실포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사무실을 방문하

□『식물검역 현장체험』
-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생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에서는 국민에 대한 식물
검역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06.
5. 8.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4년생 15명을 대상으
로 수출검역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
체험행사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장미 생산현장인 전
북 임실에 위치한 (주)로즈피아에서 검역관이 직접
출장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견학하였으
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출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우리농산물을 수출
할 경우에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연중 현장검역을
실시하여 수출농가를 지원하는 식물검역소의 모습
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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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여 신청된 선과장 전부를 수출선과장으로
승인하였다.
호남지소에서는 대만으로 2005년도에 1,715M/T
을
수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17％가량 늘어난
2,000M/T
을 수출할 예정이다.

【호남지소목포출장소】

□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는 금년부터 국내에서 생
산된 배 등 생과실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검고시 제2006-2호(한국산사과·배·복숭아생
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에 의거 대만 수출 선과장으
로 승인 받은 장소에서 선과되어야 함에 따라 수출
배 선과·포장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선과장 8개소
로부터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을 받아
4. 21.~25.까지 구비요건을 현지점검한 결과 요건

선과장 방충시설

주 출입문
방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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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 상해 국제여객선 첫 취항
호남지소 목포출장소(출장소장 이봉삼)에서는 목포
⇔상해간 국제여객선(여객정원:600명, 화물적재능
력:110TEU, 총톤수:16,340
톤, 매주 월·목요일 입
항)이 6. 23. 첫 취항하게 되었다. 이번 취항은 ’
03.
4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로 인해 국제 여객
선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목포출장소는 취항에 앞서 유관기관 간담회, 소상
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식물 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소상인 단체에게 호남지소
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대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 효
율화 방향을 제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수입 및
부정신고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방침
임을 주지시켰다.
첫 입국자 현황은 여행객 205명, 소상인 127명 등
총 332명으로 입국장이 비좁아 다소 혼잡한 상태였
으나, 기 제시한 검사방법에 소상인의 자발적인 질
서 유지와 협조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 민원인으
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상인의 주요 휴대식물로는 참깨, 건고추, 검은
쌀, 팥, 건버섯 등 10품목 27M/T 정도였으며, 향후
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식
물검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소광양출장소】
□ 수입건초류에서 금지식물 검출
호남지소 광양출장소(출장소장 임정표)는 ’
06. 4. 5.
미국산 티모시 건초에 대한 현장검사결과 금지식물
로 의심되는 화본과 목초류가 혼입되어 있어 동 시
료를 본소 위험평가과에 분류동정을 의뢰한 결과 금
지식물인 Agropyronsp.로 동정되어 4. 24.자로
전량 반송 조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미국산 건초
류에 대해 철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4분기
에만 미국산 티모시건초에서 금지식물인 개밀속
(Agropyonsp.)이 6건이나 검출되어 594M/T을 반
송 조치하였다.
특히, 광양출장소에서는 건초류의 대부분(71%)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금지식물의 유입이 우려되
고 있어 미국산 티모시건초 등에 대한 현장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소】
□ 1사 1촌 결연마을 일손돕기
제주지소에서는 지난 4월 7일 1사 1촌 결연마을인
남제주군 성읍2리를 찾아 경로잔치 기념품 양말 37
박스를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고, 6월 20일에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건초 예초 및 적재 작업을 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마을공동목장 건초 작업은 일할 수 있는 청년
들의 도시 진출로 인력난을 격고 있는 결연마을의
특별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그 땀의 가치는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서로 간의 정은 더욱 깊어
지게 되었다.

마을공동목장 건초작업

□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생에 대한
식물보호기사 실기 시험 강의
제주지소에서는 지난 4월 5일 제주대학교 농업생
명과학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식물보호기사 실기 시험 강의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
였다.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제주지소 간의 협
력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를 통
해 대학원생 6명 전원이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취득
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대학과 지소간의 협력 교
류 사업의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물보호기사 강의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55

13 소식ㅣ지·출장소 소식

【제주지소제주공항출장소】

식물보호기사 실기 실습

□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식물검역홍보
제주지소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림자원
보호를 위해 식물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알려주
어 동심의 세계에서부터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일깨
워 주고자 제주지역 4학년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탐구영역『아름다운 제주도』
“우리지역에서 전문기
술이 필요한 일들을 알아 봅시다”
라는 코너에 식물
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시키고 학습 보
조자료를 제공했다.

□ 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동·식물검역 홍보
제주공항출장소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과
합동으로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의무 봉
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홍보 도우미를 결성하고
동·식물검역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청소년 홍보도우미
(7명~8명)와 함께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우리소 소개와 식물검역에 대해 설
명하고 식물류를 반입하지 말도록 홍보하고 있다.

동·식물 검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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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천도서ㅣ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14 추천도서

【 책소개】

【저자】

미치 앨봄 저, 공경희 역
세종서적 출간
정가 9,000원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 미치 앨봄의 첫
소설
•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인생이라도 거기엔 우리가
모르는 이유와 가치가 있다.
사양길에 접어든 놀이공원의 정비공으로 80년생
을 살아온 주인공은 공원에 놀러온 어린 소녀를 구
하려다 숨을 거두게 된다. 사후 그가 다다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 낯선
천국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
받았던 다섯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의 만남
은 보잘것없이 보이기만 하던 자신의 사람에 숨겨져
있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한다. 주인공 에디의 죽
음과 함께 시작되는 이 작품은 에디의 사후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 작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리하면
서도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저자 : 미치 앨봄(Mitch Albom)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방송가이자 컬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지에 글
을 기고하고 있으며, APSE가 뽑은 스포츠 칼럼니스
트 1위에 10차례나 뽑혔다. 전직 작업 연주자였던
그는 디트로이트 WJR 방송국에서 매일 라디오 쇼
진행과 ESPN의‘더 스포츠 리포터스’
에 정기적으
로 출연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였던
<BO>와 <FAB FIVE>외에 4권의 칼럼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미시간에서 아내 제닌과 함께 살면
서 모리가 들려준 강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 역자 : 공경희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
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다. 성균관 대학교
번역 대학원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는,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시간의 모래밭>,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빌린인생>, <코마>, <감염
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가족의 사소한 일은
초연하라>, <교수과 광인>,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
처럼 승리하라> 등이 있다.
자료제공 : 위험평가과 김미현
mihyeun@npgs.go.kr

• 2003년 12월 출간된 <에디의 천국>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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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검역자료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2006. 4. 1. ～ 6. 30. 현재)

구

분

총

계
소 계
곤충류
선충류
응애류
달팽이류
소 계
진 균
세 균
바이러스
잡 초

해충

병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69

710

108

691

90

776

52

658

106

688

53

308

42

602

88

621

38

245

5

20

12

43

14

61

2

22

-

-

1

2

3

14

6

24

-

-

17

52

2

3

37

468

4

14

1

2

31

457

1

1

-

-

-

-

11

31

-

-

-

-

1

6

1

1

6

11

•’
06.4.1～6.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은 총 267종 2,177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69종
(26%) 710건(33%)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08종(40%) 691건(32%), 비검역병해충은 90종(34%)
776건(35%)이었다.
• 규제병해충 69종 710건 중 해충이 52종(75%) 658건(93%) 검출되었으며 병은 17종(25%) 52건(7%)
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02건 9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응애 22건, 선충 20건, 달팽
이 14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31건, 진균 14건, 잡초 6건, 세균 1건이 검출되었다.
• 잠정규제병해충 108종 691건 중 해충이 106종(98%) 688건(99%) 검출되었으며 병은 2종 3건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21건 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43건, 달팽이 24건이 검출되었
고 병의 경우 진균 1종 2건, 잡초 1종 1건이 검출되었다.
• 비검역병해충 90종 776건 중 해충이 53종(59%) 308건(40%) 검출되었으며 병은 37종(41%) 468건
(60%)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245건 80%)과 선충(61건 2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응
애 2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457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잡초 11건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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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물유형별 검역실적
(2006. 6. 30. 현재)

검사량

단
구

분
위

2006년
상반기 (A)

총검사건수

건

1,684,952

수

출

건

곡

류

검사결과

2005년
상반기 (B)

대비(%)
(A/B)

소독

폐기
(반송)
29,223

불합격
비 율(%)
(C/A)

계
(C)

1,491,856

113

25,150

41,866

106,986

40

12,181

M/T

29,041

10,803

269

-

-

-

-

과 채 류

M/T

28,124

38,051

74

109

19

128

-

묘목구근류

천개

8,279

8,899

93

-

-

-

-

특용작물

M/T

2,363

2,148

110

1

-

1

-

목 재 류 천M3

10

10

100

1

-

1

-

M/T

8,960

2,458

365

644

16

660

7

천개

25,099

30,503

82

778

-

778

3

기

타

수

입

건

1,643,086

1,384,870

119

12,969

곡

류

M/T

7,604,396

7,522,613

101

457,207

과 채 류

M/T

518,325

509,420

102

묘목구근류

천개

87,221

83,513

특용작물

M/T

208,080

목 재 류 천M3

3,492

기

합

타

4

29,219

54,373

3

12,185

29

42,188

2

898

458,105

6

149,120

861

149,981

29

104

4,009

1,358

5,367

6

198,502

105

6,775

301

7,076

3

3,661

95

2,989

163

3,152

90

2,289 224,885

2

M/T

8,589,692

5,542,670

155

222,596

천개

256,437

404,889

63

350

M/T

16,988,981

13,826

122

836,452

3,502

3,671

95

2,990

163

3,153

90

377,036

499,759

75

5,137

1,414

6,551

2

계 천M3
천개

56

406

4,384 840,8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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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검역자료ㅣ수출·입식물 주요품목 검역실적

수출·입식물 주요품목검역실적
(2006. 6. 30. 현재)

자료제공:검역기획과 박수현(mrpark@npgs.go.kr)

구
식물명
분

수

출

수

입

60

옥수수전분
국화절화
장미절화
배
피망
볏짚
당근
선인장묘
밀가루
양배추
엽연초
감귤
토마토
팔레놉시스묘
백합절화
모래
옥수수(사료)
소맥
콩
목초류
팜박
바나나
오렌지
목화씨
산스베리아묘
들깨
동양란묘
건고추
브로콜리
고무나무묘

단
위

2006년 상반기
건
수

324
MT
507
천개
397
천개
739
MT
1,260
MT
180
MT
58
MT
286
개
140
MT
149
MT
43
MT
470
MT
668
MT
27
개
221
개
1,161
MT
739
MT
284
MT
MT 113,874
2,757
MT
197
MT
MT 4,245
MT 7,053
508
MT
602
천개
409
MT
천개 1,184
MT 155,317
421
MT
266
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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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A)

2005년 상반기

불합격 불합격율
건 수
수 량 (%)

수 량
(B)

대비
(A/B)

26,199

-

-

154

7,876

333

11,066

-

-

585

12,988

85

10,512

-

-

395

11,570

91

8,064

50

-

745

6,814

118

1,966

9,976

71

24

698

1,011

7,085

-

7,059

316

4,566

-

-

76

50

9,132

3,125

-

-

155

2,863

109

2,605

-

-

87

2,611

100

1,631

15

1

530

7,996

20

1,498

-

-

17

1,253

120

1,228

-

-

643

2,084

59

4

1,014

-

-

865

1,383

73

968

-

-

32

443

219

840

-

-

249

1

-

520

2,556,698

224

5

806

3,637,697

96

-

288

1,241,031

92

10

94,367

692,330

82
106

5,721,235
3,508,508
1,138,686
570,154

172,764
57,902

1,111

76

291,866

3,867

1

2,629

276,084

190,215

30,262

16

360

263,632

72

146,878

21,715

15

3,931

128,982

114

112,180

111,208

99

6,525

114,408

98

62,324

4,208

7

487

64,963

96

24,347

2,661

11

758

27,297

89

11,290

666

6

421

12,461

91

9,109

141

2

287

7,354

124

6,326

434

7

154,818

6,896

92

4,603

735

16

241

2,618

176

1,902

230

12

208

1,409

135

주 요
상대국
필리핀, 중국
일본
일본
미국, 대만
일본
일본
북한
미국,네델란드
중국
일본, 북한
그리이스
일본, 중국
일본, 괌
대만, 중국
일본
북한, 중국
미국, 중국
미국, 호주
중국
미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미국, 베트남
중국, 말레이지아
중국
대만
중국
중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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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내동정
인
전
소

사
보
속

서무과
방제과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검역기획과장
국제검역협력과장
방제과장
호남지소장
인천공항지소
제주지소장 직무대리
검역기획과
검역기획과
고성출장소
중부지소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사상출장소
광주출장소
국제검역협력과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방제과
구미출장소
검역기획과

직

급(위)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
식물검역사무관
행정서기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보

이름
김호중
허승무
이상목
백종호
안영수
최대휴
홍종열
이성원
강익범
정창남
박수현
김용환
임순희
윤창근
백상한
김상욱
정상수
황보승
김영진
김도남
조윤경
오승용
허만환
김정애
전대수

발령일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호남지소장
서무과
국제검역협력과장
방제과장
농림부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장
부여군
방제과
국제검역협력과
중부지소
속초출장소
광주출장소
광양출장소
안양출장소
검역기획과
대구출장소
울산출장소
목포출장소
영남지소
호남지소
청주출장소
중부지소
대구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4. 1.
4. 1.
4. 1.
5. 8.
5. 8.
5. 8.
5. 8.
5. 1.
6. 1.
6. 1.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9.
6.1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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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승

규

소속

직급(위)

발령
일자

성명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보시보 오인학

퇴

직

소속
영남지소
천안출장소

교

4.17

직급(위)
부이사관
식물검역주사

성명

발령
일자

신도식
조정구

6.30
6.30

소속
제주지소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중부지소
안양출장소
대구출장소
울산출장소
목포출장소

직급(위)

성명

발령
일자

행정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노봉래
공혜영
손정금
이태균
장태호
박보경
최명자
유창목

6.14
6.14
6.14
6.14.
6.14.
6.14.
6.14.
6.14.

육

2006년 제1기 사이버농산물유통과정(4.3~4.21)

제1기 농업행정실무과정(4.24~4.28)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검 역 기 획 과
국제검역협력과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제 주 지 소
제 주 지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이광형
박종수
김성식

제1기 식물보호전문가양성과정(4.3~4.7)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중 부 지 소
중 부 지 소
중 부 지 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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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농 업 연 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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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안창엽
허만환
김정중
전삼영
이동현
김령희
유만상
추연미
임규옥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행 정 서 기
식물검역주사보
행 정 서 기

문영미
유미랑
김명현
노병삼
황보승
조지연
오시헌
노봉래

제1기 GMO표시관리과정(4.24~4.28)
위 험 평 가 과

식물검역주사보

복옥규

2006년 제1기 포토샵과정(4.17~4.21)
중 부 지 소

행 정 주 사 보

백향일

2006년 제1기 엑셀기초과정(4.10~4.14)

2006년 제1기 농정시책과정(5.22~5.26)

인천공항지소
중 부 지 소

중 부 지 소
제 주 지 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오세민
김한일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농 업 연 구 관

이한영
오진보
허노열

2006년 원예작물천적방제과정(4.3~4.4)
위험 평 가 과

식물검역주사보

서정우
2006년 제1기 조직(팀)활성화과정(5.24~5.26)

2006년 제1기 사이버친환경농업이해과정(5.8~5.26)
중
중
영
영
호
호
호
호
호
호

부
부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이복섭
오윤정
박무준
황선영
이봉삼
임정표
장서연
이 헌
조윤경
허승환

서
무
과
검 역기 획 과
국제검역협력과
중 부 지 소
제 주 지 소

행 정 주 사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
행 정 주 사

김용기
권명영
김종윤
변봉용
김완수

2006년 제1기 친환경농업과정(5.8~5.12)
중 부 지 소

식물검역주사

손순명

2006년 제1기 엑셀고급과정(5.15~5.19)
검
위
중
영
영

역 기 획
험 평 가
부 지
남 지
남 지

과
과
소
소
소

전 산 주 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이경석
현우택
현경탁
하주희
최은정

2006년 발표능력 향상과정(6.7~6.9)
국제검역협력과
위 험평 가 과
중 부 지 소
영 남 지 소

농 업 연 구 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현익화
신용길
이정태
전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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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제1기 인터넷 정보검색사자격증준비과정(6.12~6.16)

2006년 제1기 농촌복지정책과정(6.26~6.30)

인천공항지소
영 남 지 소
영 남 지 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 부 지 소
영 남 지 소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보

김용환
박성철
송혜숙
권지현

행 정 주 사
식물검역서기

이강희
윤지연

2006년 시간설계 및 관리과정(6.21~6.23)

2006년 제1기 컴퓨터 활용능력자격증준비과정(6.26~6.30)

방
제
과
인천공항지소
호 남 지 소
제 주 지 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중
중
영
영

식물검역주사
행 정 서 기 보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식물검역주사보

허종영
이성원
장서연
현영권
남궁인숙

부
부
남
남

지
지
지
지

소
소
소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2006년 제2기 농업행정실무과정(6.26~6.30)

2006년 혁신내재화과정(6.26~6.28)

중
중
중
영
호

위 험평 가 과
검 역기 획 과
위 험평 가 과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제 주 지 소

부
부
부
남
남

지
지
지
지
지

소
소
소
소
소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서기
식물검역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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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노규진
김영애
조은숙
정용찬

기 술 서 기 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

조규황
손은호
김대성
김필헌

오병석
구충환
윤순홍
이병희
박인탁
양태경

해외출장

’
06년도 미국 CA산 오렌지의 한국수출
검역과정현지확인(4.9~4.29, 미국)
영 남 지 소

식물검역주사보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현지검사(5.16~5.25, 네덜란드)
방

제

과

식물검역주사보

우창남

신언항
중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시스템조사(5.25~5.28, 중국)

제1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참석(4.1~4.9,
)
이탈리아)
국제검역협력과

기 술 서 기 관

백종호

’
06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2차 현지검사(4.20~7.20, 필리핀)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호 남 지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서기

이호기
경은선

태국산 망고 3차 현지검사(4.16~6.30, 태국)
중 부 지 소

식물검역주사보

박용건

사과묘목 생산포장 현지검역 및 식물검역기관 방문
(4.20~4.30, 네델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 남 지 소
위험 평 가 과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보
농 업 연 구 사

김형문
현우택
임규옥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사(5.7~7.18, 남아공)
중 부 지 소
영 남 지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조종희
김경원

2006년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5.14~5.19, 호주)
검 역 기 획과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소
장
기 술 서 기 관
식물검역사무관
식물검역주사보

이기식
백종호
김종윤
신현경

방

제

과

식물검역주사보

박민구

멕시코산 아보카도 현지조사 실시(5.21~5.26, 멕시코)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장

미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포장검사를 위한
재배포장 사전확인(6.22~7.18, 중국)
방
제
과
영 남 지 소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최춘태
박보경

중국산 양벚 현지조사(5.29~6.4, 중국)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
식물검역주사보

이동필
이종호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현지검사(6.5~9.2, 호주)
중 부 지 소

식물검역주사보

한우혁

선진 외국공항의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
정책연구(6.19~6.28, 홍콩, 싱가폴)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사무관

김규호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협의
(6.22~6.27, 중국)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서기

이은섭

일본내에서 잎벌레상과에 속하는 임업 및
농업해충의 야외조사(6.5~7.2 일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 업 연 구 사

홍기정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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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집후기ㅣ
“식물검역정보지 114호”
를 내면서...

“식물검역정보지 114호”
를 내면서...
1978. 7월『식물검역정보지』
의 창간호의 창간사에 이런 말이 있다.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새로이 발견된 유해병해충의 발생상황 및 방제법에 대한 연구,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계해충의 분포와 검색방법, 식물검역관계법규및 기타 식물검역 업무에
관련된 제반정보를 관련된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폭 넓은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식물검역정보지』
를 발행하게 되었다”
상기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창간사에서 처럼 초심을 잃지않
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114호까지 오게되었다. 그 동안 검역관계
법령과 용어, 우리소소식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독자들, 그리고식검 가족들도 많이 바뀌
었다. 또한 정보지 발간에 있어서도 존폐를 거론할 정도의 큰 어려움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식물검역정보지』
는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앞으로. 식물검역소를 대변하고 명실상부한 식물검역소에 관한 대표 소식지로 더욱 발돋움코
자「식물검역정보지 편집위원회」
를‘06.6.2일자로
1.
발족시키고, 새로이 구성된 편집위원들
과 함께 편집회의와 기사취재, 원고 청탁, 자료수집 그리고 수정작업들, 정말 많은 노력을 기
울리면서 정보지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바쁜 와중에도 원고 편집을 위해 고생하신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그리고 원고 청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소중한 원고를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은 정보지를 읽어주
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나은 정보지를 발간하기위
해 편집위원 모두의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06. 7. 31.
편집위원장 정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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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위치도

본

인천공항지소
(032-740-2072)

중부지소
(032-433-8632)

소

(031-449-0521)

지역번호
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지역번호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58
88
8-5
5111177
115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1-202-6966)

호남지소
(063-467-3456)

제주지소
(064-747-6241)

남부격리재배관리소
(055-335-0210)

영남지소
(051-467-0442)

식물방역법 위반 범죄신고 전화

1588-5117
국립식물검역소는 식물에 해로운 해외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물검역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기 관
본

소

지역번호
031

인천공항지소

032

중부지소

032

영남지소

051

호남지소

063

제주지소

064

중부격리

031

남부격리

055

전화번호
FAX
449-0524
448-6429
740-2072
740-2081
433-8632
433-8534
467-0442
465-1296
467-3456
467-3457
747-6241
747-6243
202-6966
204-0668
335-0210
335-0212

주

소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430-01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공항청사내)

400-34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제주도 제주시 삼동로 32(연동 1452-1) 690-8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2-40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식물검역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