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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탐방ㅣ 남지소 대구출장소

남지소대구출장소

주요홍보실적

식물검역전용전자씰(seal)부착 및 원스톱통관시스템구축
외국유학생에게찾아가는식물검역안내
동·식물검역기관·봉사활동청소년합동식물검역홍보
여행사및관광안내원을활용한적극적인검역정보전달
대형전광판을활용한식물검역안내등

01 탐방

‘식물검역공감대형성과고객참여유도’는홍보로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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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남지소대구출장소는 1973년 2
월 대구상공회의소 내주재실을 설치하여 식물검역
업무를 시작 1985년 12월 대구출장소로 승격 후,
2001년에 대구 국제공항 국제선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에이르고있다. 

대구출장소는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 8개시·군
(경주, 포항, 경산, 천, 군위, 고령, 성주, 청도)을
정채문출장소장을비롯하여검역관6명, 실무관1명,
총 7명이공휴일을반납한채우리농산물의수출과
외래병해충유입방지를위해철저한검역업무를수행
하고있다. 

주요업무로는대구공항을이용하는여행객의휴대
식물검사, 수출식물검사, 배, 포도 등 과실류 수출
단지관리, 격리재배업무, 우체국업무등이며, 최근
에는 3개국 8개노선항공기가대구국제공항을통해
주당64편이운항중에있고앞으로도방콕노선등이
계속 증설될 계획에 있어 여행객 수의 증가에 따른
휴대검역업무의중요성도날로커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발맞추어’06년4월부터대구세관및수의과학
검역원과 협조하여 세관직원이 수화물 및 휴대품
X-ray 검색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품이 발견되면
전자씰(seal)을부착한후합동검사대로인계하여검역
대상품에대하여보다효과적인검사를실시하고있다. 

<합동 검사대에서 검역하는 모습>

또한, ‘고객과함께하는식물검역홍보’를실시코자
경북대학교등관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330여명을
대상으로식물검역의중요성에대한 강의와중국인
유학생이운 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식물검역안내
내용을게재하여유학생뿐만아니라그주변의친지,
가족들이 입국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금지
식물들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창 설치와
등유관기관과합동으로검역홍보활동을통해기관
간의유대강화에도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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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탐방ㅣ 남지소 대구출장소

<경북대학교 식물검역 강의>

수출검역 업무에 있어서도 대구출장소는 배, 포도
등의 과실류가 미국, 캐나다, 대만 등에 원활하게
수출 되도록 수출단지의 재배지검사 및 선과검사
등 우리농산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일·공휴일 구분없이 수출자가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현장출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업체로부터
좋은호응을받고있다. 

또한 분기마다 보건복지부대구국제공항지소, 국
립수의과학검역원대구출장소 직원들과 함께 정신
지체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원내청소및일손돕
기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있다. 

<대미 수출포도 선과 검사>

앞으로도식물검역업무추진에있어빈틈없는검
역을 수행할 것이며 민원인에게 보다 만족한 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수과원합동 식물검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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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획시리즈

■ 식물분류학적 측면에서의 식물방역법상 식물의
범위
Eichler는식물을은화식물과현화식물로구분하고
은화식물에는 엽상체식물과 선태식물 및 양치
식물로 세분하고 현화식물은 나자식물과 피자
식물로세분하 음

식물분류학상으로는 다음 식물이 식물방역법상
식물에해당됨

- 종자식물(과거에는 현화식물이라 함) : 암술의
밑씨가수술의꽃가루를받아종자를만드는식물

식물방역법령해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 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정의]

검역기획과

사무관권 명
mykwon@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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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획시리즈ㅣ식물방역법령 해설

- 양치식물 : 관다발식물 중에서 꽃이 피지 않고

포자(胞子)로번식하는종류

- 이끼식물(과거에는 선태식물이라 함) : 태류와

선류를말함

- 버섯류

■ 형태학적 측면에서의 식물방역법상 식물의 범위
살아있는식물과그일부분(삽수, 접수등)은물론

그종자와과실및가공품(식물의본래성질을변화

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 식물방역법상

식물에해당됩니다.

단순히 가공한 가공품은 가공으로 인하여 가공

전에부착되어있던병해충이사멸될수없는것을

말하며, 그범위의해석에문제가많아범위를식물

방역법상식물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는가공품

을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및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식물검역소고시)에서따로정하고있습니다

■ 식물방역법상 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가공품목

예시
화학약품, 소금, 설탕또는기름기타방부효과가

있는물질로방부처리된것

- 알코올, 초산, 설탕또는소금에담겨져있거나

절여진식물등

나무또는대나무제품으로서재가공하지아니하고

사용될수있는것

-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등

- 대나무를절개한후매끄럽게처리하여세공한

부채, 바구니등

- 악기, 가구, 조명기구, 완구등

솜, 베, 종이, 끈또는그물등섬유제품의형태로

가공된것

- 마대, 면, 면포, 면직물, 종이, 끈, 그물, 로프, 실등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다시 침입

할수없도록포장한것

- 볶은식물로서 봉포장되어있는것

- 식물체의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데치거나 삶은 후 건조시켜 봉 포장한

채소류또는과실류

기타병해충이서식할수없을정도로식물을가공

한것

- 홍삼, 기름에튀긴식물

- 분말상태(과실상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건조

식물로서 봉포장되어있는것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

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식물검역 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식물검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소 식물

검역심의위원회에서정한기타물품

상기 내용은 일부만 열거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우리소 홈페이지 (www.npqs.go.kr)/
식물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검사제외가공품
예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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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역법령제·개정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
검역요령개정[요약]

- 식검고시 제2006-8호(’06.8.30.)

■ 개정사유

다변하는 국제 목재포장재 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화물의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업체를
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규정을정비하고자함
열처리시설증명 및 소독처리마크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 개선,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제도운 의효율성제고및민원인의편의도모

■ 주요 내용

열처리시설 및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에 대한 신고증
발급 절차 개선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교부시열처리소독의주의
사항 및 소독처리마크사용 안내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도록함

열처리책임자 변경 시에는 열처리시설증명서의
재교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소독처리마크 크기를
변경하거나추가제작할경우재교부하도록함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뒷면에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청
시참고하도록하 음

소독업체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관리
명확화

소독처리업자가 1년간보관하여야하는소독처리
관련자료명시

열처리시설 요건의 목재중심부 온도자동기록장
치의교정주기를 1년으로명시

소독처리업을 폐업 할 경우 신고서에 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첨부하여신고하도록함

열처리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신고하지 않을경
우중단조치하도록함

업무처리절차 개선

소독처리마크 표지만으로 분할 수출하는 목재포
장재의 재고량 확인을 수출업자나 대리인이 할
수있도록재고량확인업무를개선함

소독처리 중단·재개조치, 폐업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출장소에서 직접 본소에 보고
함과 동시에 각 지·출장소에 통보하도록 절차
간소화

기타사항

식물위생조치위원회 국제회의 결정에 의거 MB
훈증을기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연장처리할
수있도록훈증소독작업결과서서식을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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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역 법령 제·개정

격리재배검사대상에서제외받기위한
수출국에서재배지포장검사요건개정
고시[요약] 

- 식검고시 제2006-7호(’06.8.11.)

■ 개정사유

양딸기묘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이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가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격리재배검사를제외시킴
국제검역 환경에 신속히 신속히 대처하고 식물
검역소장이정한검사기준을현실여건에맞게조정
함으로써 잠복병원체에 대하여 철저한 검색을 기
하고자함

■ 주요내용

Apple mosaic virus(ApMV)는 양딸기묘의 기주
병원체로 확인됨에 따라 수출국에서 무발생증명이
필요하여 추가 신설됨

검역규제 조치가 필요한 잠복병원체로 수출국에
서무발생증명요구

관리방법이 조정되어 검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고동종이명을표기하여업무의효율성증대

Tomato ringspot virus (ToRSV)는잠복병원체
로서무발생증명이필요

Tobacco streak virus(TSV)를이명인Strawberry
necrotic  virus (SNV)와같이표기해줌

Corymebacterium fascians를 Rhodococus
fascians로 변경하고 C. fascians를 동종이명으
로표기

호주산오렌지및레몬생과실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요약] 

- 농림부고시 제2006-11호(’06.7.28.)

■ 개정사유

우리나라가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적용
하던저온처리기준과관련하여호주정부에서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이에
우리나라국립식물검역소에서호주측요청에대하여
실험결과 및 기타 증빙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호주측요청을허용해도검역적안전성을확보
할 수 있다고 판단하 기에 저온처리 기준을 추가
하고자동고시를개정

■ 주요내용

과실파리발생 지역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저온처리 기준 추가

오렌지 과실중심부 온도 1±0.5℃
또는 그 이상에서 16일간

레몬 과실중심부 온도 1±0.5℃
또는 그 이상에서 14일간

기 존

오렌지 과실중심부 온도 2±0.5℃
또는 그 이상에서 18일간

레몬 과실중심부 온도 2±0.5℃
또는 그 이상에서 16일간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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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식물검사방법개선으로
고객만족도및검역효율성제고

04 혁신우수사례

호남지소

나 진 호
rajin@npqs.go.kr



■ 휴대 수입식물 검사를 받는 입국장은 전쟁터？

2004년 11월부터 군산과 중국 청도시를 주 3회
운항하는국제여객선(세원1호) 이용여행객은운항
초기편당50여명에불과하 으나해마다여행객이
급증하여 현재에는 평균 250여명으로 협소한
국제선입국장은먼저검사를받기위하여장사진을
이루며말그대로전쟁터를방불케한다.

군산으로입국하는여행객의개인별식물류휴대량은
보통 50㎏ 정도로 세관통관 전 개인별 식물을
검역받기 위하여 1개뿐인 식물검역 전용 검사대
에무거운휴대물품꾸러미를순서대로옮기면서
장시간 기다리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역관
2명이 쉬지 않고 검사를 하여도 약 3시간이 소요
된다.

※세관검사대는10개인데반해식물전용검사대는1개

※휴대수입식물검사소요시간

- 여행객 1명당 약 1분30초 소요 × 250명 ≒
6시간 15분소요

- 2명의 검역관이 쉬지 않고 검사해도 약 3시간
7분소요

장시간 여행으로 지쳐있는 여행객중 무거운 수화
물을 검사대까지 옮기고 다시 줄을 서서 3시간
가까이까지 기다려야 하는 마지막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은쌓일수밖에없고이를토로하는것은
자명한사실이었다.

■ 검사는 철저하게, 소요시간은 단축… 2마리
토끼를 잡아라

고객의 불만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휴대 수입식물 검사의 딜레마.... 검사를 철저히
하자니 화물을 운반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여행객의불편을강요할수밖에없고, 검사를약식

으로 하자니 병해충과 수입금지품의 반입이 우려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줄을서서3시간이상을기다리게하고검사를실시
하 는데, 묘안도 없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서
고민하기시작하 다.

사진1) 검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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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Ⅰ

보따리장사가죄인입니까?
우리는대한민국의국민이아닙니까

무거운짐을가지고
오라가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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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좋은방법은 식물검역관을 증원하고 식물류
검색대를 증설하여 여행객이 줄 서기전에 검사를
해주는방법이좋으나우리검역소의여건이그렇게
되질않고, 지금과같이대책없이할경우앞으로
여행객은줄어들지는않을것인데, 여행객의불만과
원성을어떻게할것인지가문제 다

휴대식물 검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수입금지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방지하면서미검자에대한관리를효과적으로
할수있는검사방법이필요한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내용물을 환히
볼 수 있는 투명비닐에 넣어 오는 방법, 아니면
여행객이 그룹별로 들어옴에 따른 화물 꾸러미별
구분검사 방법 등을 생각하 지만 방법이 쉽지만
않을것같았다.

고객들의적극적인협조가없이는무엇이든지장담
할 수 없지만, 일단 현장검사시 화물의 종류별,
그룹별 내용물의 종류를 구분해 보기로 하고
조사를시작하 다.

여건분석...... 개선의장을열다Ⅱ

■ 휴대 수입식물의 검역여건 및 화물의 종류 등
분석시작.

중국 청도에서 매주 일, 화, 금요일 주 3회 입항
하고, 1회에250명정도의승객을태우고입국하며
입국자중 약90%에 해당하는 230명 정도가「전문
소상인」이었으며현재휴대수입식물류수입한자는
다음과같이검사하고있었다.

①본인이 직접 식물검사대까지 무거운 휴대식물
류를 옮겨 식물검사를 받은 후 세관검사대까지
운반하여통관검사를받고있음

②식물검사 받기 위하여 순서대로 장시간 기다려
야함

③대부분 자가 소비용으로 일부는 품목확인 수준
으로검역하고있음

④식물검사를받지않고도받은것처럼위장하려는
경향이있음

⑤계절별, 수요별로품목이다르게수입되고있음

또한 조사 결과 소상인들도 그룹이 형성되어 있
었으며 구성원에 따라「8~10명의 대그룹」「3~5명
의 중소그룹」「2명의 부부그룹」으로 활동하고, 수
입물품도 그룹별로 중국의 지정된 상점에서 일괄
구입하고있는것이판명되었다.

▶ 신속한 검사로 고객만족도 향상 ＋ 철저한 검사로 병해충 유입차단

+
신속한검사

철저한검사

+
고객만족도향상

병해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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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도 특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사람이 보통 3개의 꾸러미를 휴대하는데 꾸러미
와 에는건고추, 참깨, 콩등곡류7~8개품목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꾸러미는 마늘, 생강

등생식물과율무나건버섯등화주마다다양하게
구성되어있고유동적인것이많았음이판명되었다.

■ 휴대 수입식물의 검역상황은 ....

화물의 종류와 소상인들의 특징을분석하고 나니
무엇인가방법이있을것같은예감에이제는그간
휴대수입식물의 폐기 반송 및 소독 등 검역처분
상황을분석하 다.

- 휴대수입식물은 화물수입과 비교하여 검사
건수는 많은데 비해 검역처분(소독·폐기)은
현저히낮았다. '05년화물수입식물의검역처분

61.4％에 비해 휴대수입식물의 검역처분은
0.0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물보다 소상인의 휴대수입식물이 검역
처분 비율이 낮은 것은 현장에서 하자가 없는
물품만직접골라오기때문에화물로수입되는
것보다품위가좋은것으로추정할수있었다.

표 1) '05년 호남지소 수송구분별 검역처분 현황

그룹별 구성(예)

①대그룹 : 10개정도→그룹당인원수 : 8~15명정도(110명)

②소그룹 : 20개정도→그룹당인원수 : 3~5명정도(90명)

③부부그룹 : 15개정도→그룹당인원수 : 2명(30명)

전체(①+②+③) : 45개의그룹→약230명의구성원

꾸러미 3개(50㎏) 구성(예)

: 건고추+참깨+흑미(찹쌀,백미)+콩(녹두,팥) = 2개(35㎏)

: 생식물(묘목류,깐마늘,생강)+건대추+율무+땅콩+건버섯(표고,

차가버섯)+잣+조+건고사리+곶감+구기자+인삼= 1개(15㎏)

구분 검사건수(건) 검역처분(건) 검역처분률(％) 비고

화물 2,859 1,755 61.4

휴대 256,784 25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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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목수도 75개품목으로다양하게나타났
으나 주요 품목은 주로 참깨, 건고추, 마늘, 흑
미, 등 건조농산물 20여개로 압축되었으며 이
들이전체물량의98.9％를차지하고있었다.

- 폐기(반송) 등 검역처분된품목또한집중되어
있었다. '05년 검역처분 된 450건 중 생강, 인
삼, 호도등생식물이 68％차지하고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품목구성의 꾸러미에
서발견되는품목이대부분이었다.

표 2) '05년 호남지소 주요품목별 검역처분 현황

구분 계 생강 인삼 호도 흑미 풋콩 기타

건수 450건 118 33 19 15 12 53

비율 100% 47.2 13.2 7.6 6.0 4.8 21.2

꾸러미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대부분그룹별
로 활동을 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일괄구입을 하
며, 검역 처분되는 화물도 일부 꾸러미에 한정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보다 소상인의 휴
대 수입식물의 검역 처분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확인되었다.

혁신의과정Ⅲ

■ 혁신목표 설정

■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으로 해결방법을 찾다.

혁신목표

※휴대수입식물검사를신속·정확하게처리하면서

※금지식물등검사를받지않고통관하는것을방지

휴대수입식물 검사는 반드시 검사대에서 개인별로 전량검사를 해야 한다.

- 발상의전환, 같은지역에서동일한품목이수입되어온다면단일모집단으로구성하여검사하
는방법으로전환할수는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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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깨는검사방법을 제시하자고정관념에 싸
여 있던 직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다.  품목확인검사로전환하면검사가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으며, 소상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금
지식물이나 금지품을 숨겨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다. 그리고 검사대에서 검사를 해야지 검역관
이 화물을 찾아가 이동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정 한 검사가 어렵고, 우리가 불편한 것도 아닌
데검역관으로서위신이떨어진다는것이다. 

■ 고객이 불편하다면 바뀌어야 한다. 

직원들의 공감대형성을 위하여혁신토론회를 개
최하고 혁신팀에서 기초한 검사방법을 제시하
다. 우선 검사방법을 일반 건조농산물 꾸러미(
)와 생식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꾸

러미( )를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생식물 꾸러미
( )는 전량개장하여검사하기로하는등의견을
모으고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시행을 위한 사
전준비에들어갔다.

■ 새로운 검사방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식물방역관교육및검사기자재개선

- C.I.Q. 근무 검역관 교육 및 새로운 검사방법
리허설(2회)

- 잉크를 충전하여 반 구적 사용이 가능한
PASS고무인제작

- 신고서표시용3색네임펜(흑,청,적) 구비등

개선된검사방법에대한소상인홍보

- ‘새로운 검사방법 안내’전단지 제작 배부(25
회, 2천매)

- 새로운 검사방법(1) 및 과태료부과(2) 안내판
제작설치

- 선사에 휴대식물 검사 홍보 및 안내방송 실시
협조요청(2회)

■ 드디어 새로운 검사방법 시행

전량개장검사 <꾸러미 >

- 금지품이부착될혐의가많은품목의꾸러미
는 개인별·품목별로 검사 후 세관신고서에 3
색 네임펜으로 날짜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
하고, 꾸러미에 검역테이프를 부착하면서 전량
개장검사실시

그룹별품목확인검사 <꾸러미 >

- 품목확인 수준으로도 이상없다고 판단되는 건
조농산물 꾸러미 는 그룹별(동일모집단)로
검사단위를 구성하고 품목 및 화주를 확인하면
서이상이있는것은정 검사를실시하여신속
하게 처리하 으며, 검역테이프 부착 후 신고
서에반 구PASS고무인으로합격날인하 다.

시기별중점검사

- 휴대식물의 수입시기를 파악, 봄철, 명절전후
등 시기에 따라서 중점품목(생강, 곶감 등) 검
사강화기간을설정하여탄력적으로운 하 다.

여행객이 순서대로 무거운 휴대물품을 가지고 차례로 이동하면서 검사를 받는 것은 휴
대물품 검사의 기본상식이다.

- 상식도때로는깨어지는법, 검역관이이동하면서검사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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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 전량개장검사

꾸러미 그룹별 품목확인검사

안내판 반 구 PASS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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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극복하다

포장구성및포장방법개선

해결해야 할 문제

※꾸러미별로포장구성을명확히하여야함.

※신속한품목확인을위해서는투명비닐등으로포장되어야함

해결해야 할 문제

※검사를받지않고받은것처럼하려고함.

※동일한품목이2Bag 이상인경우 1Bag만검사를받음

해결해야 할 문제

※꾸러미종류별로검사시간을달리하여야함

- 꾸러미는 그룹별로 품목 확인검사 실시하
되품목구성이명확하지않을경우전량검사실시

→꾸러미별품목구성이일원화됨 (구분포장율 99
％정도)

- 선사에전량검사가필요한 꾸러미를먼저하
역하고, 꾸러미는 꾸러미를 검사하는 동
안하역해줄것을요청

검사기피행위에대한억지력향상

- 무선콜장치를이용한세관과의직통라인을구축

- 세관에검사방법을설명, 동일품목이라도검역
테이프가 없는 경우 또는 금지품 발견 시 즉시
무선콜요청

- 검사기피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엄정부과

→검사기피행위적발의실효성강화됨

- 투명하게포장한꾸러미는신속하게품목확인
후 검사 실시, 불투명하게 포장한 꾸러미는 개
장하여검사실시

→포장재료가 투명비닐로 전환됨 (투명비닐포장
율98％정도)

꾸러미종류별시간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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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혁신 (혁신은 진행형！)

“합격증인표시방법개선”

제기되는 문제

※현행검역테이프부착방법은부착시간이소요되어검사가지연되는요인으로작용

※부착된테이프를나누어미검품에부착할경우검사를기피할수있는여지가있음

- 검역테이프부착→합격증인날인

; 불멸잉크를 사용하는 자동롤러 방식의 식물검
역합격증인기개발

검사처리소요시간을더욱단축

검역테이프제작예산절감

연.월.일 합격증인 날인으로 검사기피 행위
사전예방

수입품으로날인되어원산지위조방지일익

자동 롤러식 식물검역합격증인기

기존 검역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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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개선 만족도 조사('06.6월)

※만족도 : 75% (조사참여인원 : 197명)

①매우만족(6명 : 3%) ②만족(142명 : 72%) 

③보통(41명 : 21%) ④불만(8명 : 4%) ⑤매우불만(0명 : 0%)

혁신성과및성공요인Ⅳ

■ 검사소요시간 단축 및 검사불편 완화

검사 소요시간을 평균 1시간 43분정도 단축시켜
대기불편완화

<기존>  3시간 7분소요→ <개선> 1시간 24분

※검사소요시간

꾸러미 : 250명×개당 30초=125분÷검역관2
명≒ 1시간 2분소요

꾸러미 : 45개그룹×그룹당 1분=45분÷검역
관2명≒22분소요

■ 미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 금지품 유입
차단

검사불편으로 검사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으
나완전해소

세관과의공조를통해검사기피행위적발의실효성
을강화하고과태료를부과를철저히하여미검사
품의통관을최소화

■ 최소인력 배치로 검역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입국인원이 많을경우인력을 증원배치하 으나
최소인력(2명)으로가능

■ 1회용 검역테이프 제작예산 절감

1회용 검역테이프 대신 구 합격증인 날인기를
사용함으로써예산절감

- 연간 8,140천원

■ 자동 롤러식 식물검역합격증인기 활용 다양화

컨테이너 화물 및 창고하역 검사 합격품에 날인
하여 미검품과 구별, 검사일자 표시로 위장검사
방지

우편 수입식물 포장에도 날인하여 수입농산물임
을표시

휴대수출식물 포장에도 날인하여 신속한검사처
리가능

다른기관인증표시기로도활용가치가있음

무거운꾸러미를 검사대로 운반하는 대신검역관
이 직접 그룹별로 찾아가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불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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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과실파리(Bactrocera zonata)

Bactrocera zonata (Saunders)  
(복숭아과실파리)

이명
Bactrocera maculigera Doleschall 
Dacus zonata (Saunders)
Dacus (Bactrocera) zonatus (Saunders)
Dasyneura zonatus Saunders
Rivellia persicae Bigot

일반명
명 : Peach fruit fly

한국명 : 복숭아과실파리 (가칭)

분류학적 위치
곤충강 Insecta

파리목 Diptera
과실파리과 Tephritidae

복숭아과실파리(가칭)은 동남아시아의열대, 아열
대 지역이 원산이 과실파리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Bactrocera dorsalis (귤과실파리)나 Ceratitis
capitata (지중해과실파리)에 비해 그 피해나 생태
에대하여거의알려져있지않다. 우리식물검역소
에서 복숭아과실파리가 문제가 된 적은 이란산 석
류수입을검토중이란에서발생보고를접했을때,
이집트에서 오렌지 수입을 검토하면서이다. 현재
알려진분포국가는라오스, 모리셔스, 미얀마, 방
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토
후국연맹,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이며,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레위니웅섬으로 침입하
여 정착하 다. 이집트로 침입은 인도 등으로부터
유입된 휴대과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3년에 처음 보고되었다. 현재는 과일을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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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는거의전지역에확산된것으로보이며, 전
국적인방제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기주식물은 주기주인 복숭아류 이외에도 오크라,
슈가애플, 파파야, 모과, 수박, 오렌지류, 메론, 무
화과, 수세미오이, 토마토, 망고, 가지, 대추 등이
며, 주로당도가높은과실을선호한다. 

발생지역에서연중생존가능하며, 25℃이상에서는
15일 정도에 한세대를 보낼 수 있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 오랜 발육기간이 필요하다. 알 기간
은 1~3일, 유충은 4~35일이소요되며섭식이끝난
후 기주식물을 탈출하여 땅속에서 용화된다. 번데
기는 1~2주 후에 우화한다 (기온이 낮으면 더 오래
걸림) 일반적으로 저온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유충과 번데기 상태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에서는 겨울철에 최저 4℃까지 내려가
며, 활동하는성충은발견되지않지만, 날이따뜻해
지면 성충 발생이 증가한다. 파키스탄의 과실파리
예찰 트랩에서는 연중 채집되나 5월에서 8월 사이
에 많이 채집되고 7월에 가장 많이 잡힌다. 자료상
에는 아주 적은 기주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복숭아
에집중된다고알려져있으나오렌지, 망고등여러
종류의과실을가해한다.

형태는 크기는 집파리 정도이며, 주로 적갈색의 체
색에노란색의무늬가있다. 날개의 C-맥은전체에
색이있지는않고끝부분에만반점이있다. 또한더
듬이꽂이에 각각 한개의 밝은 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등판 양 옆으로 폭이 좁은 노란색 세로줄을 갖
는다. 과실에서나온유충은구더기형태이며, 몸을
구부렸다펴면서튀어오르는특징을가지고있다.

과실파리에 감염되면 보통 산란흔이 보이며, 당도
가 높은 과일은 즙액이 배어나과 산란자국 주위에
응고된다. 유충이 가해하면 산흔 부위부터 물러지
게되며, 부패부위가점점커지다가다자란유충이
과피를 뚫고 나오면 급격히 전체 과실이 부패하게
된다.

국내 유입 시 제주도 남쪽 일부에서 정착할 가능성
이 있으며 제주도의 감귤류와 온실의 박과, 가지과
등의과실에피해가예상된다. 현재, 검역상의조치
로는 무발생지역에서 수입을 원칙으로 하나, 귤과
실파리나 지중해과실파리처럼 저온처리를 통해서
수입과실의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집
트에서 1.7℃에서 12일의 저온처리로 오렌지 과실
내의 모든복숭아과실파리유충을사멸시킬수있
다고한다.

그림 1. 오렌지 위의 복숭아과실파리 암컷 그림 2. 복숭아과실파리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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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요코하마식물방역소에서는 중국에서 수입
된 밤에서 발견된 밤바구미류(Curculio spp.) 유충
을 사육하여 성충을 얻어 동정을 통해 정확한 검역
정보를확보하고있으나(Masaki, 1985), 우리는검
역현장에서 검출되는 유충을 사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검역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중국산생과실 밤으로부터 검
출된 해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생과실 밤에서 검출된 해충의 상
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수입되는 밤의 검사에 정보
로활용코자한다.

생과실로 수입되는 밤은 2005년에 2천톤을 넘어
섰으며, 수입검사 건수도 13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10월 9일까지
생과실로 수입된 밤의 검사 건수는 총 550건이며,
그중중국산밤의수입검사가 509건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표 1과 2). 한편, 수입된생과실밤의
검사과정에서병해충의검출건수는 72건으로우리
가 주목할 것은 중국산 밤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
이다. 그 중 해충의 검출건수는 53건으로(표 3) 딱
정벌레목이나 나비목 해충이유충으로 검출되는 경
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유충(밤바구미류)에대하여
중국산밤에서검출되는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홍 기 정

06 병해충분류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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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밤(생과실)의 연도별 검역실적(1996. 1월~2006. 10월 9일)

연 도
검 역 합 격 소 독 폐 기 검출

건수 수입량(㎏) 건수 합격량(㎏) 건수 소독량(㎏) 건수 폐기량(㎏) 건수

1996 13 276,255 11 270,414 1 14,080 4 5,841 2

1997 16 266,941 16 266,941 0 0 0 0 1

1998 10 211,000 10 211,000 0 0 0 0 1

1999 6 116,501 6 116,501 0 0 0 0 0

2000 13 77,311 13 77,311 1 18 0 0 1

2001 22 224,375 15 190,577 0 0 2 33,035 0

2002 21 395,069 16 394,444 2 25,040 0 0 1

2003 73 1,041,451 70 1,027,420 6 114,000 1 13,622 15

2004 124 1,867,963 124 1,867,963 14` 199,320 0 0 26

2005 137 2,012,894 135 1,994,974 4 62,900 0 0 8

2006 115 2,604,022 114 2,582,290 6 220,000 0 0 17

합 계 550 9,093,782 530 8,999,835 34 635,358 7 52,498 72

표 2. 밤(생과실)의 수입국별 검역실적(1996. 1월~2006. 10월 9일)

수입국
검 역 합 격 소 독 폐 기 검출

건수 수입량(톤) 건수 합격량(톤) 건수 소독량(톤) 건수 폐기량(톤) 건수

중 국 509 8,737.18 503 8,691.69 34 635.36 3 5.84 72 

일 본 25 341.08 23 308.05 0 0 2 33.04 0 

미 국 11 15.32 2 0.09 0 0 1 13.62 0 

뉴질랜드 2 0.01 1 0.01 0 0 1 0 0 

인도네시아 1 0.00 1 0 0 0 0 0 0 

대 만 1 0.12 0 0 0 0 0 0 0 

홍콩차이나 1 0.07 0 0 0 0 0 0 0 

합 계 550 9,093.78 530 8,999.84 34 635.36 7 52.5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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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밤(생과실)의 연도별 병해충 검출실적(1996. 1월~2006. 10월 9일)

구 분 검역 병원균 해 충 잡 초 계
실적 횟수(회) 종수(종) 횟수(회) 종수(종) 횟수(회) 종수(종) 횟수(회) 종수(종)

1996 13 1 1 1 1

1997 16 1 1 1 1

1998 10 

1999 6 

2000 13 1 1 1 1

2001 22

2002 21 1 1 1 1

2003 73 6 4 9 5 15 9

2004 124 7 3 19 7 26 10

2005 137 2 2 6 4 8 6

2006 115 1 1 16 4 17 5

합계 550 17 9 53 10 70 19

※ 1996년 1건, 1998년 1건의검출건수에대해서는확인할수없음.

■ 일본에서 중국산 생과실 밤에서 발견된 유충

일본의 요코하마식물방역소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생과실 밤에서 발견된 유충을 사육하여 성
충을 얻어 다음과 같은 종들로 동정하여(Masaki,
1985) 올바른검역정보를확보하고있다.

1. Curculio sikkimensis (Heller) 밤바구미
(국내분포종)

2. Curculio davidi Fairmaire (국내미기록종)

3. Curculio bimaculatus (Faust) (국내미기록종)

4. Curculio nigromaculatusKσno (국내미기록종)

5. 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ee) 복숭아명나방

6. Cydia kurokoi (Amsel) 밤애기잎말이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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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구미
(C. sikkimensis)

밤바구미 유충 복숭아명나방

밤애기잎말이나방 밤애기잎말이나방 유충

복숭아명나방 유충

C. davidi C. bimaculatus C. nigromacu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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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생과실 밤에서 발견된 유
충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생과실 밤
에서 검출된 해충은 53건의 10종으로 이들에 대해
분석해보면(표 4),
①Curculio dentipes (도토리밤바구미)로 동정된
6건의 검출은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로판단된다. 그근거로C. dentipes (도토리밤바
구미)는 졸참나무류, 떡갈나무류 등(Quercus
spp.)의 과실, 즉 도토리와 상수리에 산란하며,
밤나무류(Castanea spp.)의 과실, 즉 밤에는 산
란하지않기때문이다(Morimoto, 1981).

②Curculionidae (바구미과)와 Coleoptera (딱정

벌레목)으로 동정된 14건은 유충으로 검출된 것
으로 보이며, 이들은 밤바구미류 (Curculio
spp.)일것으로추정된다.

③Pyralidae (명나방과)로 동정된 3건을 포함하여
복숭아명나방(Dichocrocis punctiferalis)은 23
건이검출된것으로판단된다.

④Cydia sp.로 동정된 1건은 밤애기잎말이나방
(Cydia kurokoi)으로판단된다.

⑤Lepidoptera (나비목)과 Noctuidae (밤나방과)
로동정된7건에대해서는판단하기어렵다.

⑥Sitophilus zeamais (어리쌀바구미)와 Diptera
(파리목)으로 동정된 2건은 진정한 기주가 아니
며, 우연한검출로보인다.

표 4. 밤(생과실)에서 검출된 해충의 종류(1996. 1월~2006. 10월 9일)

병해충명 검역지 수입국 검출건수 검출종 (추정)

Dichocrocis punctiferalis 남 중국 20

Pyralidae 남 중국 3 Dichocrocis punctiferalis

Cydia sp. 남 중국 1 Cydia kurokoi

Lepidoptera 중부, 남 중국 6

Noctuidae 남 중국 1

Curculionidae 남 중국 11 Curculio sp.

Curculio dentipes 남, 남(사상) 중국 6 Curculio sikkimensis

Coleoptera 중부, 중부(평택) 중국 3

Sitophilus zeamais 남 중국 1

Diptera 중부(평택) 중국 1

※Dichocrocis punctiferalis : 복숭아명나방; Cydia kurokoi : 밤애기잎말이나방; Curculio
sikkimensis : 밤바구미; Curculio dentipes : 도토리밤바구미; Sitophilus zeamais : 어리쌀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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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후대책

일본의 경우와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생과실
밤에서 발견되는 유충에 대해서 사육을 통해 성충
을 얻어 올바른 분류동정으로 정확한 검역정보를

확보하듯이 우리도 검역처분이 끝난 후, 지소나 출
장소에서사육이 어려울경우 검사시료를 중부격리
재배관리소로 송부하여 사육함으로써 정확한 검역
정보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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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유머
여보: 더이상같이못살겠어... 우리 각방써...
남편: 우리집원룸이야.......
여보: 애는 내가기를거야...
아들: 엄마 나이제서른이야.

리포터: 네~ 오늘은 30년 냉면집을찾았습니다~
주인: 그저께오픈했어.
리포터: 아 여기가냉면의원조집이군요~!
주인: 우리 체인점이야.
리포터: 와~ 여기국물맛이끝내주는대요~ 비법이

뭐죠~!
주인:마트에서샀어.

판사: 죄인 홍길동은사약을들라.
홍길동: 알약으로줘.

동생: 형 나 엄마를너무보고싶어..
형: 엄마 미니홈피가봐.

떡장수: 떡좀사세요... 떡좀사세요.... 아이들이굶고
있어요....

행인: 그떡먹여.

제비족: 싸모님~ 제비한마리기르시죠~
사모님: 지금 10마리째야...

로미오: 오~줄리엣이아름다운장미로당신의마음을
살수있을까요...

줄리엣: 내가 쉽게보이니

xx: 난 니가지난여름밤에한일을알고있다...
나: 용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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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liforme, F. oxysporum, F. poae, F.
semitectum, F. solani 등이며, 이 중에 F. poae
는 관리병원체이다. 현재 관리병원체로 지정, 관리
되고 있는 Fusarium 속균은 이외에도 F.
culmorum, F. stiboides 및 F. oxysporum f.sp.
citri 등 모두 10종이다. 따라서 검역현장에서 자주
검출되는 Fusarium속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
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군의 분류 특성을 잘 이해
하는것이중요하다.

수입식물검사에서 검출되는 병원체 중 진균의 검
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Fusarium속균의 검출비율이 높다. 검역통계자료
(Pest Information System)에 의하면최근 5년간
Fusarium속균이 매년 70~90여회 검출되어 검출
진균중 3~8%를차지하고있다. 또한이속균의검
출 종수는 매년 5~9회로 검출진균의 종수와 비교
하면 7~12%에 달한다. 주로 검출되는 종은 F.
avenaceum, F. equiseti, F. lateritium, F.

위험평가과
농업연구사 현 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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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arium속균에 몇 종(species)이 소속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50~100
종정도로인식되고있으며, 최근이분류군에대한
연구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종의 보고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Fusarium속균의 동정을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Booth(1971), Nirenberg(1976), Nelson
등(1983) 및 Burgess 등(1994)을 참고하고 있다.
주요한 분류특성은 대형분생포자, 소형분생포자,
분생포자경 및 후벽포자의 특성이며, 아울러 배양
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식물검역 과정에
서는 검출되는 균을 분리하여 배양적 특성을 조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
태적특성을주로하여동정을하게된다.

대형분생포자의 특성은 분생포자좌
(sporodochium)에 형성된 포자를 이용하여 조사
하여야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대형포자
의크기를측정하도록하며, 격벽의수도함께조사
한다. 격벽은 1~2개인 것이 드물게 있으며(F.
dimerum, F. nivale 등), 주로 3~7개이다(F.
culmorum, F. oxysporum 등). 대형포자의 모양
은 폭과 정단부 및 기부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폭이 좁고 긴 모양(F. avenaceum)을 나타내기도
하고 드물게는 정단부가 채찍모양(F. longipes)을
나타내는종도있다. 
소형분생포자의특성은형성여부, 형성타입, 모양

을 기본으로 한다. 종에 따라서 소형포자를 형성하
지않는종(F. graminearum, F. culmorum등)도

있다. 소형포자가 형성되는 타입은 사슬모양(F.
moniliforme, F. decemcellulare 등)이거나 false
head 모양(F. solani 등)을하는경우가있다. 소형
포자의 모양은 다양한데, 구형 또는 난형인 것(F.
poae)도 있다. 소형포자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분생포자경(conidiophore)의 특성은 피알라이드

타입에 따라 구분한다. 대형포자나 소형포자가 달
리는 피알라이드의 경우, 모노피알라이드 타입이
대부분이지만 폴리피알라이드 타입 (F.
semitectum, F. proliferatum등)도관찰될수있
다. 또한식물검역과정에서흔하게검출되는균중
에 상대적으로 분생포자경이 긴 특성을 갖는 것(F.
solani)도있다.
후벽포자는 형성되는 것(F. oxysporum 등)과 형

성되지않는것(F. moniliforme 등)으로구분된다.
이해를돕기위하여 <그림1>에 Fusarium속균의주
요특성을나타내었다. 
이러한분류특성을이해하고있으면, 보다신속하

고정확한동정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비검
역 Fusarium균이라고 분류특성을 몰라도 되는 것
은아니다. 비검역병원체를정확하게동정할수있
어야 검역병원체인 Fusarium균도 동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하나의 개별 병원체만을 동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류군 전체에 대한 분류특
성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
다.  

표1. 연도별 Fusarium속균 검출실적

년도
진균(A) Fusarium속균(B) 비율(B/A,%)

횟수 종수 횟수 종수 횟수 종수

2001 1,069 64 82 6 7.7 9.4

2002 1,540 78 85 9 5.5 11.5

2003 2,129 68 79 8 3.7 11.8

2004 2,535 70 78 5 3.1 7.1

2005 2,856 59 93 5 3.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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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Fusarium속균의주요특성. A: 대형포자, B: 소형포자, C: 분생포자좌에형성된대형포자, D: 사
슬모양으로 형성된 소형포자, E: 후벽포자, F: 기주에 형성된 기중균사, G: 폴리피알라이드 타입의 분생포
자경, H: false head 모양으로형성된소형포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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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usarium Research. 3rd ed. Univ. Sydney & Royal Botanic Gardens.

Nelson, P. E., Toussoun, T. A. and Marasas, W. F. O. 1983. Fusarium species, An Illustrated Manu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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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enberg, H. I. 1976. Untersuchungen uber die morphologische und biologische differenzierung in der
Fusarium-Sektion Liseola. Berlin-Dah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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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식물, 운향과 식물, 안스륨속 식물, 근대속식
물, 필로덴드론속식물등다수로기주범위가매우
넓으며단자엽식물과일부쌍자엽식물을가해한다.

3. 분포지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
역,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과 오스트레일
리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지
역, 미국, 캐나다등

1. 해충명

학명 : Radopholus similis (Cobb) Thorne

분류학적위치: Tylenchida(참선충목),   

Pratylenchidae(뿌리썩이선충과)

2. 기주식물

아보카도, 파인애플, 여지, 강남콩, 오크라, 수박,
무, 생강, 치자, 칸나, 커피, 고구마, 후추, 차나무,
부추, 토마토, 여주, 사탕수수, 대두, 옥수수, 파초

중부지소

전 명 승
msjeon@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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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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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및 생태

이선충은오스트레일리아, 중남미, 아프리카, 태
평양 및 카브리해 제도의 바나나 재배지역에서
root rot, black head, toppling dissease and
decline 등의 여러 증상을 야기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선충으로, 진균의 감염에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Tumeric(시황),
cardamons(생강과), 생강의 중요 선충이며, 후
추의 yellow disease를 유발하여 1953년 인도네
시아는90%의손실을입힌바있다.

이주성으로서 내부기생선충이며 기주조직내에
서 각태가 발육하며 불량조건에서는 선충이 뿌리
밖으로나오기도한다. 유충의모든단계및암컷
성충은 감염력이 있으며 뿌리의 어느 부위나 관
통할 수 있으나 주 침입로는 뿌리 끝이다. 이 선
충은 피층 안에서 흡즙하여 굴을 만들어 큰 공동
을 형성 한다.수정은 정상적이며 단위생식은 일
어나지 않는다. 25℃에서는 21일만에 생활환이
완성된다. 이동은 뿌리내리는 식물체, 흙, 포장
안에서는 뿌리의 접촉, 관개수, 농기계에 의하여
전파되며 대체 기주가 있으면 5년간이나 생존하
며, 토양서식균과상호작용하여병발생을증가
시킨다.

4. 형태적 특징

측정치

암컷:조사마리수=8.체장=669.8㎛(6633.5-
696.5);a=28.3(26.7-31.4);b=7.3(6.8-8.0);
b'=4.3(3.9-5.1);c=9.8(9.3-10.7);c'=3.5(3.1-
4.0);V=56.6(54.4-57.8);구침장=19.5㎛(17.5-
21);구침절구 기부에서 배부식도선 개공까지 거
리=4.5㎛(3.5-5.6);식도장=158.4㎛(154-
164.5);체폭=23.6㎛(22.4-24.5);미 장=68㎛
(62.3-73.5);꼬리 끝 투명부 길이=10.0㎛(9.4-
10.5);항문체폭=19.0㎛(18.2-20.3).

수컷:조사마리수=6.체장=600㎛(577.5-
651);a=33.8(30.1-40.4);c=8.7(8.0-10);구침장
=13.4㎛(12.6-14.7);전방 끝에서 배설공까지 거
리=91.7㎛(88.9-94.5);체폭=18.0㎛(16.1-19.6)
미장=68.2㎛(63-73.5);교접자 길이=19.6㎛
(18.9-20.3);부자길이=9.9㎛(9.1-11.2).

형태적특징

몸통은 뚜렷한 성적 이형이며, 암컷의 수정낭은
둥 고정자를가진다. 암컷의구순부는낮고, 구
획되지 않았으며, 두부골격은 강하게 경화되었
다. 식도선은 장을 배부로 길게 중첩하며, 구침
길이는 19.5㎛(17.5-21)이고, 잘 발달된 둥근 절
구가있다. 식도와장의접합부는잘발달되지않
았다. 미부는길고, 말단으로가면서점차가늘어
지고 둥 다. 측대에는 4개의 측선이 있고, 측미
선공은 미부 중앙부에 있던지 약간 전방에 있다.
수컷의구순부는높고, 둥 고, 몸통과구획졌다.
두부골격은 약하며 구침은 퇴화되었던지 없다.
식도는 퇴화 되었다. 교접자는 길이가 19.6㎛
(18.9-20.3)이다. 교접낭은 거칠게 주름졌으며
꼬리의 약 2/3 정도 까지 이르고 있으며,부자는
막대기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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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Radopholus similis: A: Female; B-D: Female head region; E: Male head region; F:
Lateral field; G-H;Female tail; I-J:Male posterior part; K: Vulva region, showing spermatheca
with s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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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사연구

구근화훼규검역세균병2종에관한연구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관 진 경 식

1. 과제 목표

구근화훼류 검역세균병에 대한 초기 병징 구별방
법및병원세균분리를위한배지선발

2. 조사연구 배경

가. 국내재배구근화훼류의수입시바이러스병을
중심으로검역하고있어세균병등다른병은
중요검역병도적고소홀히취급하는경향임

나. 히야신스에발생되는Xanthomonas
hyacinthi에의한세균병은일반적으로연부병
및목썩음병과혼합감염되어있기때문에구별
하기가어려워국내분포하는병으로취급되는
실정임

다. 아이리스에발생되는X. c. pv. tardicrecens
에의한세균병은세계적으로보고가적어병발
생시초기, 최성기및후기병징을구별하는방
법과이병주로부터병원균분리를위한배지선
발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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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가. 연구재료
대상병원균 : Xanthomonas hyacinthi,
X. campestris pv. tardicrecens

대상작물 : 히야신스, 아이리스

나. 연구방법
병원균수입및관리

병원균배양및접종

- 배양 : 병원세균을 NBY배지에 도말하여 28℃
±1에서 3일간배양

- 접종 : 배양한 세균을 108cfu/㎖의 농도로 희
석하여주사접종

병징전상황및시기별병징기술

- 이병구근 생산 및 재배: 접종한 구근을 생산하
여 90일간 2~4℃에서 저온 처리 후 파종하여
재배

- 병징촬 : 재배중최초병징발현시부터수시
로그진전상황을촬

각시기별병원균분리를위한배지선발

- 병원균 분리 : 이병부위를 조직배양 및 도말법
을사용하여분리정도를비교하 고분리용배
지도비교하 음

4. 조사연구 결과

가. 대상병원균구입및배양 : 
X. hyacinthi(LMG739)

X. c. pv. tardicrecens(LMG9056)

나. 기주구입 : 아이리스, 히야신스각 100주
다. 접종 : 배양한 세균을 108cfu/ml의 농도로 희
석하여생장점에주사접종
이병구근저온처리및파종

- 생산된 이병 구근을 90일간 4℃에서 저온처리
후파종

라. 병징관찰및세균분리
병징

- 히야신스

Internet 상에서의 병징

접종후 병징

이병구근에서 발병된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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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스

Internet 상에서의 병징

초기병징

후기병징

2차 감염 병징

유사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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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세균분리

표1. 이병조직에서 병원세균 순수분리정도 조사

주,  ++: 분리양호, +: 분리가능, ±: 콜로니를
재분리요함

- 세균배지에서병원세균콜로니형성

히야신스 병원세균 아이리스 병원세균, 원액

아이리스 병원세균, 100X 유사증상 분리세균

기주 분리방법 NBY NGA

히야신스 조직배양 ++ ++

아이리스
조직배양 ± ±

도말배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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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찰
히야신스에서의 병징은접종 시조직이 붕괴되어
수침상의 급성형 병징으로 진전되었으나, 이병구
근으로부터 발병된 병징은 잎의 가장자리가 마르
거나 엽맥을 따라 갈색의 만성형 병징으로 나타
났음

아이리스에서의 병징은기부에서 엽맥을 따라줄
무늬를 형성하거나 생장점이 썩는 병징이 대부분
이었음

포장에서의 2차병징은 줄기 및 꽃봉우리 부근에
갈색반점이 형성되고,  잎에서는 위에서 줄무늬
를 형성하여 마르며, 생장점에서는 속이 아닌 겉
에서썩어가는증상으로진전되었음

포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황색의 줄무늬 (붕괴되
지 않음)는 병원세균이 분리 되지 않아 생리장해
인것으로사료됨

Internet 상에서의 병징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
는 병징이 다른 것은 국내 아이리스 재배조건이
다습하여 급성형 병징으로 진전되어 만성형 병징
이발현되지않은것으로사료됨

히야신스에서 병원세균 분리는 NBY, NGA배지
모두에서 이병조직을 표면 살균 후에 배양하면
쉽게병원세균을분리할수있었음

아이리스에서의 병원세균 분리는 조직이 연하여
부생 세균이 많아 이병조직 배양으로는 병원세균
분리가상당히어려웠음

이병조직을표면살균하여마쇄후에 100배로희
석 후 도말 배양 하 을 경우 병원세균 콜로니가
형성이잘되었으며NGA배지보다는NBY배지에
서콜로니형성이잘되었음

5. 조사연구 결과 활용 계획

격리재배히야신스및아이리스검사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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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벼에서Rice
yellow mottle virus의
첫발견보고

네덜란드에서Ciborinia
camelliae (진균일종)
처음발견보고

주요내용
Sobemovirus 속에 포함되는 Rice yellow
mottle virus (RYMV)는 아프리카 벼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향을미침

- 1966년에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RYMV는 이
후 Oryza sativa (벼의 일종-앵미)를 생산하
는아프리카대부분의도시에서발견됨

- 2000년 7월우간다의빅토리아강북동쪽에있
는 벼의 잎에서 황변과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남

- 수집한 4개의 샘플을 가지고 다클론성 RYMV
항혈청을 가지고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
라실험한결과RYMV로확인됨

- 우간다에서 RYMV의 존재 사실은 벼 경작이
증대되고있는수단남부와인접한곳에서시작
되어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

주요내용
2006년 4월 정기 예찰 기간동안 Ciborinia
camelliae (진균 일종)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
견됨

- 국립공원에있는 1그루의 Camellia (동백나무)
에서 C. camelliae(진균 일종)가 처음 발견되
어 동백꽃의 개화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 음

- 병원균에 의한 감염 증상이 나타난 나무에서
채취한 69개의 샘플 중 11개는 C.
camelliae(진균 일종)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병원균은 네덜란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개인정원, 식물류 수출입 회
사에서발견됨

- 병원균의 생태를 고려해 볼 때 동 병원균이 나
라전체로퍼진것으로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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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지역자두에서
Plum Pox Virus(PPV)
발견

중국, 복건성검험검역
국수출입목재포장재검
역기준표준화

주요내용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농무관들이 뉴욕주의
Niagara 카운티에 위치한 108개 과원에서 22개
이병엽을채취하여Cornell 대학의진단실험실로
보내어동바이러스의존재를확인함

- 동바이러스는캐나다에서는 2000년에처음으
로 발견되었고 뉴욕에서 분류 동정된 plum
pox virus strain는 캐나다와 펜실베니아주에
서발견된것과동일한PPV D strain임

- PPV D strain은 다른 strain들보다 병원성은
약한것으로알려짐

- 연구전문가들이감염정도를결정하기위하여
초기발생지역을 포함한 5마일 반경에 걸쳐 조
사를현재진행중임

- USDA는 뉴욕주와 협의하여 박멸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병원체 검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할 것과 발생된 지역을 검역지역으로
설정, 감염 과수들을 제거하고 완충지역 내의
다른기주식물도제거할계획을가지고있음

- Plum pox virus는 1999년 10월 펜실베니아
핵과류에 처음으로 나타난 바이러스로 인간에
게는 상해를 주지 않지만 복숭아, 살구, 자두
등을포함한여러과수에병을일으킴

미국 내에서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뉴
욕주에서동병의발병이확인됨

주요내용
7월 1일 질검총국 84호령이 실시된 이후 1개월
간의 시험기간 후, 복건성 검험검역국은 수출입
목재포장재에대한검역기준을통일시키기로함

- 첫째, IPPC 전용마크 미부착 목재포장재와
IPPC 전용마크를 부착하 으나 살아있는 해충
이 발견될 경우 목재포장재에 대해 훈증처리를
실시함과동시에해당기업에검역관련홍보를
강화키로함

- 둘째, IPPC 전용마크 미부착 목재포장재와
IPPC 전용마크를 부착하 지만 살아있는 해충
이 수차례 발견될 경우 질검총국에 보고 및 총
국의동의하에반송처리를실시하기로함

- 셋째, 수출화물 목재포장재가 열처리 혹은 훈
증처리 후 IPPC 전용마크를 부착한 것은 원칙
상 식물검역증서 혹은 훈증/소독증서를 발부하
지않음

- 넷째,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에대한식물검역
증서 혹은 훈증 /소독증서가 필요할 경우 속지
주의원칙에따라처리됨

- 다섯째, 훈증/소독증서의 기한이 21일 유효기
간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증서를 발부 받아야
하며이경우효과적인소독처리가이루어진후
에증서를발부함

- 여섯째, 목재포장재에대한기업의신용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강화하여 신용이 낮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수록하여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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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해외검역정보

주요내용
하와이 농업국 직원이 하와이 주에는 이전에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곤충을 2006년 5월1
일 하와이섬 Waiakea의 navel 오렌지나무 잎
샘플에서채집하 음

- Asian citrus psyllis (귤나무이), Diaphorina
citri Kuwayama로 추정된 샘플은 2006년 5
월 5일 USDA Systematic Entomology
Laboratory에의해동종임을확인함

- 성충 Asian citrus psyllis는 작고 (3-4 mm),
얼룩 반점이 있는 갈색 날개를 갖고 있으며 활
발하게뛰는곤충임

- 알은 밝은 노란색이며 신초의 끝에 산란하며,
약충은 녹색 혹은 어두운 오렌지색이며, 어린
잎과가지를섭식

주요내용
2006. 6. 2. APHIS는 캘리포니아주 Fresno
county및 Madera county를 Bactrocera
zonata(복숭아과실파리) 검역지역에서해제함

- 2006월 5월 캘리포니아주 Fresno county에
서 Bactrocera zonata(복숭아과실파리) 수컷
성충여섯마리가발견됨에따라2006년 6월 2
일, APHIS는동해충의전파를막기위해검역
구역을설정함

- 동 해충의 발견으로 주 농업국은 트랩 도를
높 으며 2주간격으로수컷성충을죽이는등
발견장소주위 25 평방마일에대한검역을실
시함

- Bactrocera zonata(복숭아과실파리) 생활사
예측 모델을 기준으로 검역지역 내에서 마지막
으로 발견된 날짜에서 세 번째 세대가 끝나는
날인 2006년 7월 28일 Fresno county및
Madera count를 동 해충에 대한 검역지역에
서해제함을선언함

하와이에서Diaphorina
citri Kuwayam
(귤나무이) 발견

캘리포니아의두카운티를
Bactrocera zonata
(복숭아과실파리) 검역
지역에서제외



41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남지소 김용현

남지소 직원들은 검사 후에 검출된 해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해충실험실로 찾아갑니

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시료를

건네받고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을 잊지 않는

훈훈한검역관입니다. 분류동정전문가로서의

실력은 물론입니다. 특히 최첨단 검역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분류동정으로 대외적인 신뢰

도를 높 고, 조금은 까다롭고 귀찮은 검역장

비관리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해서일까요? 어려운 기기 사용법

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

는센스도가지고있습니다. 

소내 행사에서 기념사진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의직원이그를찾습니다. 사진기를다루는솜

씨도일품이지만항상웃으면서기꺼이시간을

내주기때문입니다. 

식물검역소의 대표적 동아리의 하나인 검돌이

회원으로 2005년 농림부 축구대회 우승에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축구 뿐 만아니

라 탁구, 마라톤에도 능한 만능스포츠맨입니

다. 동호회 활동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건말하지않아도아시겠지요?

칭찬의말이끝도없이이어지는것같지만한

사랑봉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사랑도베풀줄아는넉넉한마음의소

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다구

요? 창찬릴레이 세번째 주인공 남지소 이용

현님입니다.

자신을돌아보고자신을칭찬할수있는이가몇이
나되겠습니까? 

사방이아니라팔방으로돌아봐도모든것이부족한
데주인공으로선정되니부끄러울따름입니다. 

하나하나채워가는사람이되겠습니다.

09칭찬릴레이 - 세번째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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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고ㅣ일본의 애완용 곤충산업 현황과 피해사례 조사

10 기고

현황과피해사례조사
일본의애완용곤충산업

현재 전국적으로 애완용곤충 붐이 일어나서 정작
시골에서는 보기힘들어도 도시한복판에서는 쉽게
언제든지 곤충을 볼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다른 곳에 와 있는
혼돈의 상태가 곤충에게도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곤충은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용과 이벤트용, 화분
매개용 그리고 약용과 생물학적 방제용까지 많은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05년 우리나라
순수 애완용 곤충 시장의 규모는 200억 정도로 추
산된다고 하며, 이벤트사업 및 다른 곤충산업까지
포함한다면 1,000억원까지도 된다고 말하는 이들
도있다. 일본은 3,500~4,000억정도의시장을가
지고있다고하니, 우리를벌레로보지말라는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정말로 황금 알을 낳는 곤충이 되
버린것같다.

우리나라는’90년대후반부터애완용곤충사육붐
이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국내 종에는 싫증을 내기
시작한 곤충마니아들이 ’01년 전후로 외국 곤충에
눈을 돌려 불법적으로 외래종을 수입하여 사육위험평가과

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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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판매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식물검역소나 환경부에 지
속적으로외국산 애완용 곤충의수입요건을 일본과
같이완화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곤충을
애완용으로 무분별하게 수입허용하고 있는나라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06년 9월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외래종 수입에 따른 장·단점 등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현지조사를가게되었다.

출장 중에는 농림수산성, 환경성, 3대 환경단체와
NHK 외래종 담당 PD 그리고 곤충판매점 등을 방
문하여그곳의 곤충산업에 대한제반사항을 둘러보
고많은정보와의견을교환할수있었다. 
조사결과이웃일본의경우는사슴벌레사육붐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국내 종
을 사육하거나 외국산 곤충표본을 수집 및 장식목
적으로수입하 다고한다. 그러나’90년대초반부
터불법적으로 외국산곤충을 수입하여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99년 12월 특정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식물방역소는 애완용 곤충
수입완화 조치를 내리고 ’06. 10월 현재 746종의
외래종이 수입이 허용되어 많은 애완용 곤충을 자
유롭게구입할수있는상태이다. 
일본 곤충산업계의 특이한 점은초·중·고등학생
이 애완용곤충 사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와는 달리
30~40대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는 외국산 애완 곤충들의 가격이
청소년층이 구매하기에는 고가이고, 하나에 집중하
면 끝을 보려는 그들의 국민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애완용 곤충은 시내의 pet shop에서 전
시·판매되고 있으며(그림 1., 2., 3.) 곤충 외에도
캥거루, 열대어, 이구아나, 전갈, 타란툴라, 뱀, 거
북, 페릿, 고슴도치, 원숭이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
도로 많은 외래생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곤충류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주종을 차지하며 인도네
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
서수입된 60여종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 중아틀
라스장수풍뎅이(Chalcosoma atlas), 코카서스장
수풍뎅이(Chalcosoma caucasus), 알키데스사슴
벌레(Dorcus alcides), 타이타누스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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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cus titanus) 4종이가장인기있는종이었다.
가격대는 1만5천원~50만원 정도 고 헤라클래스
장수풍뎅이류와 같이 희귀종들은 100~5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수입량은 세관에서
도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없었으나, 환경성추산 2004년수입금액은약
830억원, 100만 마리이며 비공식적인 수입까지 포
함하면약 1,250억원, 150만 마리로예상된다고한
다. ’99년 이후’04년까지지속적으로그수입량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04년 제정된 외래생물법과
정부 및 환경단체의 홍보와 교육으로 그 수입량이
조금씩줄어들고있는추세라고한다. 

그림 1. 애완용 곤충판매

그림 2. 수입금지종 판매(X. gideon)

현재일본의애완용곤충의수입과관련된법은식
물방역법과 외래생물법 및 관세법(워싱턴조약;
CITES) 이상 3가지 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수입
을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신청 시에는 식물방역소
나 환경성 홈페이지에서 수입이 가능한 종인지를
확인하고‘수입 풍뎅이상과(Scarabaeoidea) 곤충
리스트’와 종류명증명서(種類名證明書)의 원본을
제출하여 식물방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가능한 종들이
외래생물법상으로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외래생물
법상으로는 수입이 가능하여도 식물방역법상 수입
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상기 법에 모두 허용되는
지여부를사전에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식물방역
법 대상 애완용곤충은 나리타국제공항, 중부국제공
항, 간사이국제공항, 후쿠오카국제공항으로만 수입
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으로 수입은 불가능하고 외
래생물법 대상 애완용곤충은 나리타국제공항, 중부
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의3개공항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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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곤충 수입검사방법은 나리타공항지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수입 풍뎅이상과 곤충리스트’
와상대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종류명증명서가 맞
는지서류확인후, 애완용곤충을육안으로검사한
다음 식물방역법과 외래생물법상 수입금지 곤충이
아님을‘수입 풍뎅이상과 곤충리스트’의 하단에 식
물검역확인필과 외래생물법상 취급필 도장을 찍은
후세관에인계하고있었다. 수입곤충은투명한용
기 속에 넣어야 검사가 가능해야하며, 일부 허용된
먹이원(일부 과일, 부엽토, 목재)인 경우에는 같이
넣어 수입할 수 있으나 먹이원이 금지품일 경우는
화물 전체가 폐기 또는 반송된다. 환경성에서는 국
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식물방역소에서
외래생물법 관련된종까지 검사를실시하고 검사결
과를사후에환경성에통보하고있었다. 

그림 3. 헤라클래스장수풍뎅이

짧은 출장기간 중 동경의 한 곤충판매점에서는 식
물방역법상 수입이금지된 종들이비공식적으로 판
매되고있음을알수있었으며, TV에서는사육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사한 사슴벌레, 타란툴라 및 전갈
이 시내 중심지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접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외래종중에서 곤충류로는 서양뒤 벌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 종은 곤충연구자들과 환경단체

의 강력한 요구로「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된 상태이
다. 서양뒤 벌은 유럽이 원산으로 '91년 화분매개
용으로 일본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뛰
어나 '04년에는 7만 콜로니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성·
환경성및관계전문가들이 공동사업으로 생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자연생태계에큰피해를주는것이
입증되어 환경성에서는 ’05년 6월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하고 ’06년 6월부터는 환경성의 수입 및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애완용곤충의 수입허용에 따라 일본의 생태계 파
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것일까? 외래곤충으로인한피해는여러가지
가있겠지만조사된결과중중요한몇가지를소개
하고자한다.
첫째, 일본내에서월동이불가능하고식물에피해
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여 허용된 많은 종들이 심지
어 북해도에서도 월동을 하며 일부 종은 식물에 피
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둘째, 고유종과의 교잡
에의한유전자교란이 발생하고 먹이원이나 서식지
에 대한 경합을 벌여 고유종들의 서식지와 개체수
가 줄어가고 있다. 셋째, 식물방역법과 외래생물법
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종도 일본 내에서 판매되고
(그림 2.) 있으나, 너무 많은 종이 전국적으로 판매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넷째, 외래종
의 수입허용에 따라 국내산 곤충사육 농가들이 파
산하 으며, 외국곤충 수입·판매상들과 유충사육
용품 생산자들만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발
생되고있다. 특히이러한사실은농산물수입개방
화에 따라 농가 수익대체 품목으로 곤충을 사육하
고있는농가에게매우우울한소식일수밖에없다.
다섯 번째로 CITES 해당종이나 상대국에서 보호
종으로지정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된 종을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외교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특정종의 과도한 수·출입으로 원산지의 생태계가
파괴되는사례들이보고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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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고ㅣ일본의 애완용 곤충산업 현황과 피해사례 조사

일본정부는 외래종으로 인한 이러한 피해들을 곤
충관련 4대학회와환경단체들의 지적을받고알게
되어, 뒤늦게나마농림수산성, 환경성및재무성합
동으로외래종을규제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05년 6월에는환경성주관으로외래생물법(특정외
래생물에의한생태계등의피해방지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특정외래생물의 수입을금지하고 미판
정외래생물은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에 악 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
고 있으며, 일부 종들은 상대국에서 종류명증명서
(種類名證明書)를 발급받아서 국경검역 및 검사를
거쳐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그동안여러부처의다양한법에의해외래
종을 관리하던 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 마련된 통합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외래
종 관리상 사각지대를 많이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인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된다. 

그렇다면 애완용 곤충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득보
다 실이 더 많은 일본의 상황에 반해, 현재 우리나
라의외래종실태및관리상황은어떠할까? 
우리나라 역시 외래종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60~70년대에 정부에
서 식용으로 수입하 던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및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등의 피해사항
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산
애완동물을 키우는마니아들이 늘어나면서 많은양
서류·파충류·포유류 등의 외래생물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이중 양서류와 파충류의 경우는 어떠한
법의규제도받지않고수입되고있어향후큰피해
가우려되는상황이다. 
현재외래종관련법으로는식물방역법, 검역법, 관
세법, 수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예
방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의 여
러 법이 있으나 미국·호주·일본 등과 같이 이러
한법들을보완및통합관리할수있는외래생물법
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 항상 문제 발생소지를

가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출장을 통해서 우리 소에서 천적과 애
완용곤충의 안전한 도입을 위하여 ’01년부터 지속
적인 준비와 개정을 통하여 마련한「생물학적방제
용 등 유용동물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방법에 관
한 요령」이 외래종의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매우 과학적이며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하
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식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유해 동·식물만을 규제할 수 있는 식
물방역법의 태생적 한계로 자연생태계에 악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생물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일은 우리 소의 업무범위
를벗어난사항이라고할수있겠다. 이러한문제점
을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중앙 부
처를 통괄하여 외래종에 대한 일률적인 정책을 조
정할「국가외래종위원회」가 설립되어 부처간에 나
누어진 외래종 규제방안을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하
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라고할수있겠다. 

끝으로, 외국의 것이라도 자국에 필요하다면 무엇
이든지 수입하여 본래의 것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그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본인들의 특성과 장점
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외래생물의 위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소에서 추진
해야할과제로첫째, 외래종의수입허용여부를검
토시보다더많은정보를토대로농업생태계는물
론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향까지도 고려하여야 한
다는것과둘째, 수입이허가된종에대한중·장기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생태계 위해여부를
꾸준히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셋째, 외래
종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
들에대해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규제하는 원인과
목적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그 필요성을 스스
로느낄수있게하는것이문제해결방안이라는것
을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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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위탁교육“괜찮은 나 만들기”교육을
다녀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다가 등포
당산동에있는 교육장소를 향하여아침부터 전철을
몇번씩갈아타면서참된나를발견하기위해, 아니
괜찮은인간이되기위해교육에열심히참여했다

혁신교육 제목이야 괜찮치만 나 또한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야만 하는가 하고,
교육을 받고 얼마나 더 좋아져 생각과 마음이 바뀌
어 변하여 오려나 하고 변하는 모습을 그리며 생각
도하게되었다.

우선교육에참여함에있어서
첫째 우선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편견

이나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
하려고노력해야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편안
한마음으로 학습에참여해야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상대방과 적극적
으로 교환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경험이 훌륭한
자료가될수있도록한다
셋째 개인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을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화를 내서는
아니됩니다
넷째학습이여기에서끝나지않고현업에서도적

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학습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학습한 내용을
현업이나 일상 생활속에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
력해봅시다
교육은인간행동의계획적인변화과정이다.  
즉, 인간의 내적인 행동과 외적인 행동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데 변화의 주체는 결국 자신이 되므로 변화의 주도
적인 역할을 자신이 해야한다.  본 과정을 마친 후
모든 학습자가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서 훌륭한 인
간, 매력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괜
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야한다.  올바른대화방법과원만한인간관계를유
지하며 의사소통과 경청태도를 바르게 하여 자기
표현을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짧은교육기간이었지만각부처에서 1명씩참여하
여 받는 자신의 나를 뒤돌아 볼 수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깨달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숨은“나”를 찾아
서 꺼내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서로
어색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며 한 팀을 이루어 발
표하면서 과제를 놓고 토론하며 한 무리가 되어
원을 그리면서 새로움을 찾아서 하나로 뭉칠 수 있
었고, 떠날때는 다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멋있게
변하여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항상
현실에 맞게 적응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보다
낳은 내일을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여 발전
하는우리가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괜찮은나만들기”교육을다녀와서

검역기획과

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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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검역을다녀와서
남아프리카공화국산스위트오렌지

인천공항지소
임 현 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더반(DURBAN)시에서실시된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2차 현지검역을 위해
2006. 7. 9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약 24시간의
비행및환승끝에더반에도착하여 9. 25일까지 80
일간 현지검역업무를 수행하 으며, 그 내용을 요
약하면다음과같음.

Ⅰ. 남아공산스위트오렌지현지검역
시스템절차

1. 대 한국 수출용 농장에서 수확된 과실을
Packing house로 수송

sample: Korea-citrus sampling accompanying document

No production
unit code cultivar intake

document
main

consign-
ment

quantity of cartons count sizes

inspection
sample

kg
carton
size

count
telling

total
cartons

result of
inspection

2. Packing house에서 선과 및 포장작업 실시

선과장으로 반입되는 과실에 대한대한국수출용
바코드부여

과실에대한살균및Wax 코팅처리

PPECB 직원이품질검사등

3. 현지검역 지정 검사장소로 수송

과실전용 트레일러( 폐형)를 이용하여 Durban
Ethekwini 냉장창고로수송

4. 화물별 검사샘플(2Box/Pallet)채취 및 검사대
로 운반

대한국 수출등록 농가가 아닌 화물이 검사신청
되는경우가간혹발생하므로철저한확인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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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면(1)

대 한국 수출 오렌지 검사 장면

검사장면(2) 현지검역에 합격된 오렌지

얼음물로 온도센서 고정 작업

빈 냉장컨테이너 온도고정 장면

빈 냉장컨테이너 온도측정 장치

5. 대 한국 수출 오렌지 검사(NPQS, SA합동)

한국검역관과 남아공검역관이 공동검사 실시. 선
과 라인은 2개로한국검역관(2명) 각 선과라인

6. 검사결과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당해화물에
대해 서류에 날인

검사결과에따른처분

- PASSED FOR KOREA : 합격

- REJECTED FOR KOREA : 불합격

7. 검사결과 합격화물에 대해 예냉 처리

검사장소(Durban Ethekwini냉장창고)의 저온
처리실을 이용하여 -1.0℃~0℃에서 약 72시간
예냉처리

에서 샘플박스의 오렌지 전체를 검사(남아공 검
역관은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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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실 예냉상태 확인

오렌지 컨테이너 적재 및 봉인 확인 장면

온도감지기 설치(4곳) 컨테이너 봉인 확인 과정

8. 수송 중 저온처리용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측정

담당회사 : Perishable Product Export
Control Board(PPECB)

- PPECB 직원이 주관하여 온도센서의 정확도
여부를 판단 기록하고, 한·남아공검역관은 이
를확인

9. 컨테이너에 화물의 적재 및 봉인

11. 식물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남아공 식물검역관이 1차 검토 후 한국 식물검역
관에게검토의뢰

- 부기사항기재확인

「The consignment shall be cold treated in
-0.6±0.6℃ or below for 24days」

위생증이면기재사항

- 컨테이너봉인일자및Seal번호등기재

적재완료후Seal번호및봉인시간확인

- 적재가 완료되면 Ethekwini 냉장창고 측에서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한·남아공 검역관이
Seal번호와봉인상태를확인

10. 저온처리 개시시점 확인서류 검토 및 서명

남아공측 PPECB에서선적화물컨테이너의과육
온도 측정 결과 출력표 및 저온처리 개시시점 서
류를제시

Ⅱ. 현지검역장소 던더반(DURBAN)
시에대하여

인도양에 면해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더반은 요
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에 이어 남아공에서 세번
째로 큰도시이다. 남아공의 9개주 중 콰줄루나탈
주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의 도는 아
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이며 세계에서도 아홉
번째의 규모를자랑하고천혜의항구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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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1년 내내 온난하고 한여름인 1월의 평균온
도는 27℃ 반대로 가장 추운 겨울인 7월에도 22
℃로매우쾌적하다. 특히 여름이되면요하네스버
그 지역을 포함한 남아공의 내륙지역의 자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하얀 모래와 파아란 바다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천혜의 아름다운 휴양도시이다. 더
반에는 약 80만명의 인도계 주민들이 인도의 전통
적인 종교와 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특색
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치안이 불안하
여자유스럽게여행을즐길수있는도시는아님.

더반항에서 바라다 본 시내 보타닉 식물원에서

타라 사파리에서 샤카랜드 민속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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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221,307㎢(남한의 12배크기임)

인구
4,500만명

인구구성 비율
흑인(76%), 백인(13%), 아시아인(3%), 혼혈인(8%) 

수도
사법수도: 블룸폰테인(Bloemfontein)
입법수도: 케이프타운(Cape Town)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

의회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공식어
어, 아프리칸스어, 은데벨레어, 코사어, 줄루어,

페디어, 소토어,   츠와나어, 스와지어, 벤다어, 총가어

남아공은 9개 주정부로 구성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하우텡(Gauteng), 콰줄루나탈(KwaZulu-
Natal), 림 포 포 (Limpopo), 음 푸 말 랑 가
(Mpumalanga),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노
스웨스트(North West),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화폐단위
1Rand = 원화약 140원('06. 9월현재)

전기
전압은교류220/230V, 3구콘덴서사용
도로교통및운전
차량은왼쪽차선으로운행, 운전석은오른쪽에위치

시차
한국이 7시간빠름(한국이낮12시일경우남아공은
오전5시임)

날씨
아열대성기후로연평균기온 17℃임. 4계절은한국
과정반대

사람과 문화
1994년 인종차별정책철폐이후, 10년의세월이지
난지금남아공사람들은다양한인종의사람들의집
합소로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음. 남아공
의넬슨 만델라는세계에서가장 유명하고존경받는
인물로손꼽힘

루이보스차
남아공에서만 생산되는 루이보스차는 남아프리카공
화국 희망봉 근처의 세더버그라는 고원지대에서만
자라는침엽수임. 카페인이없고각종미네랄이균형
있게 함유되어 갓난아기나 임산부에게도 권장되는
훌륭한차임. 

동물과 식물의 세계
남아공의 크루거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동물보호구역 으로, 크기가 이스라엘 면적과 비슷하
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종의 야생
동식물을보유하고있음. 
케이프 반도는 1헥타르 당 발견되는 식물 종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23,200여종의 핀보스 식물이
서식하고있음

스포츠와 레저활동
남아공은 2010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확정되
었음. 남아공은 1995년 럭비월드컵과 1996년 아프
리칸컵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한바있음. 

전망 좋은 골프장
남아공의 골프장은 시설도 수준급이며, 아름다운 경
관을 자랑 함.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료도매우저렴한편임. 남아공골프여행의진정
한매력은다양성과눈부시게아름다운경치에있음.
공이더 멀리 날아가는고도의골프장에서의도전을
원하는사람도취향에맞는코스를선택할수있음.

Ⅲ. 남아공전반에대한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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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사업

배경
2004년 제8차 한-ASEAN 정상회의 후속
조치및 2005년제5차 ASEAN+3 농림장관
회의 시 제안사업으로 우리나라와 ASEAN
10개1) 회원국간의 식물검역 분야의 협력강
화를위한방안으로채택

목적
ASEAN과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농림장관
회의시제안사업이행

국제기준과 조화된 우리나라 선진식물검역
기술과시스템소개및공유

- 식물검역 기술상의 문제로 인한 통상마찰
사전예방

- ASEAN과 협력관계 강화 및 우리나라 식
물검역위상제고

국별보고서 발표로 ASEAN 회원국 식물검
역현황파악및정보교류

주관
농림부(국제협력과)

기간
2006. 9.11~23(12박 13일)

장소
국립식물검역소

참가자(19명)
ASEAN 회원국별식물검역전문가

(senior급)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
국, 베트남 10개국

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농림부국제협력과주관으로’06. 9. 11 ~ 23(12박 13일)동안 국립식물검역소에서개최된
ASEAN 식물검역 초청연수사업을 소개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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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수활동

우리나라선진식물검역기술및시스템소개1

ASEAN 회원국과식물검역정보교류2

■ 강의

FAO/IPPC(199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식물
보호기관(NPPO)의 수행 임무(제4조) 위주로 주
요과목을선정하여강의함

각 과목의 강사진은 철저한 사전준비( 상자료
등) 및 어로 강의 하여 연수 참가자로부터 큰
호평을받음

- 상자료 : 과목별 관련되는 우리소 및 우리나
라농업홍보CD, MB 대체중요성동 상등

■ 현장견학

3개 지소(인천공항, 중부, 남)를 방문하여 공항
만별 주요 수입식물 샘플 관람 및 실험실과 민원
실견학, 검사활동소개로투명성제고

■ 국별보고서 발표

각 국가별 식물검역 현황과 기능 등에 대하여 알
파벳 순서에 의거 15분 발표, 5분 질의 응답으로
진행

잠복병해충에 대한식물검역시스템 이해도 제고
를 위하여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포장(스테인리스
온실, 온·습도조절 배양온실), 실험실(해충, 병
원체등), 표본실, 사육실, 전자현미경실을견학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및 유통구조를 소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9.21) 및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방문

ISPM No.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견학

우리나라 대표수출과실류인 배의식물검역적 안
전성 홍보를 위하여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선
과장및과수재배농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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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업결과및평가

■ 우리나라 선진식물검역 시스템이 세계 일류임
을 홍보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식물
검역시스템의모든분야를소개한결과, 연수참
가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의 식물검역 선진
국임에공감

WTO/SPS 및 IPPC에 의거 식물검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 수행되어야 하는 바 본소 및 지소,
격리재배관리소 실험실 견학을 통하여 첨단장비
운 과직원의수행능력을높이평가

■ 식물검역관련 강의 및 현장견학 등으로 식물
검역 기술이전

조직, 법·규정, PRA 및 IRA, 병해충관리, 소독
처리 등에 대한 강의 및 현장견학을 통하여 선진
식물검역기술을전수한결과, 참가자로부터호평

■ ASEAN 회원국과 식물검역 국제협력 강화의
초석 마련

참가자들은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의 senior
급으로 국별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
도 제고 및 식물검역 협력관계 강화의 초석 마련
에기여

■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증진

우리나라 음식과 가정예절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Home Visiting과 민속촌 관람 등의 기회
제공으로우리문화에대한이해도증진



1 유용한농업용천적
제11호, ·12호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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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06.10.9일자로 농업용
천적인“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와 가는뿔다리좀응애(Hypoaspis
aculeifer)" 2종을 수입 허용한다고 발표하 다.

수입 허용은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
성된「유용동물위험평가위원회」에서합동으로위
험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인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농업상 이용도가 높아
허용이결정되었다.

“지중해이리응애”와“가는뿔다리좀응애”는 현재
온실내재배작물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담배
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의 천적으로 농약을 대
신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아 먹는 유
용한익충이다.

따라서, 이번 허용조치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 최
대 수출품목인 착색단고추(파프리카)와 장미의
친환경농업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대일본
수출확대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2 일본의비검역병해충
추가지정

■ 일본 농림수산성은 ’06.7.28일자로 식물방역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식물 검역시 발견
되어도 소독 등 검역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검
역병해충을 기존 111종에서 38종을 추가하여
총 149종으로 확대하고 ’06.8.10 일부터 시행
한다고 알려왔다.

이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우리농산물 주수출국
인 일본 식물검역 당국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우
리나라산 농산물에서 병해충이 자주 발견되어 소
독처리 되는 등 수출에 많은 애로가 발생됨에 따
라 양국간 식물검역 회의와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우선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일
본에요구하여왔다

그 결과 이번에 추가된 38종의 병해충 중에는 대
일 수출 시 자주 검출되는 꽃노랑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등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해충 33종이
신규로포함되어일본의비검역병해충 149종 중
우리나라분포종은총 114종으로늘어났다.

12 검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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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병해충 1,998종지정 4 추석절대비수입검역
“대폭강화”

식검고시 제 2006-10호

■ 국립식물검역소는 국내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
록에 42종을 새로 추가하고 12종을 제외시켜
총 1,998종을 ’06.9.18일자로 개정 고시하 다.

이번에추가로고시된병해충은’05년하반기수
입식물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해외
검역정보에서 수집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 가능성
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자원에 커
다란피해를입힐것으로우려되는병해충이다.

또한,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국내분포가확인된3종과학명변경에따라이명
으로중복등록된9종이다. 

■ 이로써 국내 유입될 경우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식물 검역시 특별
히 관리하는 병해충은 총 2,122종으로 증가하
다.

규제 병해충 지정 현황

■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 (소장 이기식)는
추석절을 전후 하여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
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06.9.12.~10.2. 20일간 수입 농산물 검역
을 대폭 강화하 다.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
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
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등)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우편수입식물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기간중에▲수입화물의현장검사및실
험실정 검사강화 ▲CIQ 검역인력증원배치
등강도높은검역이이루어졌다.

검역강화기간 설정 운

계 병원체 해충 잡초

계 2,122 513 1,584 25

금지병해충 72 12 60 -

관리병해충 1,998 464 1,522 12

규제비검역 52 3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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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물검사제외가공품해당
여부확인방법개선

6 북한에서임가공하여반입
되는국내산마늘검역지침
마련

■ 국립식물검역소는 종전의 각 지소나 출장소별
로 적용하여 실시해 오던“검사제외가공품 해
당여부 확인방법”을 모든 지소 및 출장소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
선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고
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을 실현하고
있다.

금번 개선으로 검사제외가공품 확인 요청 시 관
련서류를 한번만 제출하여 전산 등록을 하면 타
지역의 지·출장소에서는 서류 제출없이 확인요
청을 할 수 있게되어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 국내산 통마늘을 도라산에서 식물검역을 받고
북한으로 반출 후 껍질을 제거하여 국내(도라
산)로 재반입되는 깐마늘에 대하여 검역지침을
마련, ’06. 8. 1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 국내산 통마늘을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껍질을제거한후국내로반입되는깐마늘의원
산지는 남한이므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서발행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할필요가없음

- 북한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첨부하여야
하며, 동증명서의원산지에는‘남한’으로표시
되어있어야함.

7 식물검역혁신의새로운패
러다임- "HRD-ePoster"

■ 국립식물검역소는“고객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으로 고객감
동 및 선진검역을 구현하기위해 ’06.8월부터
조직원 전체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자발적
인 의식변화로 혁신에 대한 친 감과 혁신문화
의 내재화로 돌입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HRD- ePoster」시스
템을 도입, 운 하고 있다.

「HRD- ePoster」는 3가지 테마(기업 및 조직문
화, 변화관리, 개인역량)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
라인 교육용으로 제작된 HRD- ePoster를 인쇄
하여사무실, 복도, 실내등에매주 6개월간게시
하여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학습으로 직원들의 혁
신마인드, 적극적인 업무혁신, 창의적인 역량강
화를유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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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사이언스+」“피플&토크”

YTN 「사이언스+」프로그램에식검소장이기식소장이출연하여, 식물검역소의주요업무·역할

소개와향후식물검역소가지향하는방향등에대해홍보하 다. (방송일 : ’06.10.22.)

KBS-2TV 「스펀지」

KBS-2TV 「스펀지」의‘지식감정단’으로식물검역관 50명이출연하여식물검역소홍보에기여

하 다.(방송일’06.10.14.)

13식물검역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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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물검역 홍보

중부지소, 휴대식물검역방법개선시행
중부지소(지소장하동호)에서는지난 8월 1일부터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CIQ의휴대식물검사

방법을개선하여적은인력으로도효율적인검사를수행할수있는검역체계를구축시행중에있다.
금번의휴대식물검사방법개선은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의중국여행객에대한휴대품통관관리
시스템이종전의“세관X-Ray 검색후식물검역”방식에서“식물검역후세관X-Ray 검색”방식
으로변경되는등 C.I.Q 여건이변화됨에따라이를계기로보다효율적인휴대식물검사방안을
마련코자이루어진것이다.

현재시행중인개선방안의주요내용을소개하면, 

(1) 단계별로다양한홍보활동(입국장입구에서앰프를이용한안내방송, 전광판활용, 안내입간판
및차단봉(Guideline) 설치, 휴대용확성기활용등)을통해여행객이소지한식물류의자진신고를
유도하고, 

(2) 식물류를 휴대하지 않은 여행객 전용통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3) 입국자가휴대(hand-carry)한 여행용가방에대한검사를특히강화함으로서생과실등수입
금지식물 또는 흙이 부착된 재식용식물이나 종자류 등 검역적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반입을
철저히차단하는데중점을두었으며, 

(4) 세관의X-ray 검색요원과우리검역관간의유기적이고도긴 한업무협조를위해무선호출
장치(Call bell)를설치함으로써식물류은닉또는미신고여행객을철저히적발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휴대식물검역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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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역Q&A

Q 인터넷검사신청은어떻게하나요?

○우리소 인터넷 수출입검사신청 사이트에 접속
하여 사용자 설명서 및 진행순서를 참고하여
회원에 가입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사신청 사이트>
http://minwon.npqs.go.kr/minwon /index.jsp

Q 화물이수입되기전에검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수입식물은어디에장치하고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수입하는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9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식물
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검사장소로 지

정한 장소에 장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검사를
받을수없습니다.

Q 모선단위(전용선박)로곡류를수입한
경우예비검사란무엇이며언제
어디에서실시합니까?

○예비검사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박류,
코푸라, 타피오카, 목재류 및 죽재류에 대하여
수입된식물이선박에적재된상태즉하역전에
검사하는 것으로서 적재선박이 외항에 도착하
거나부두에접안한다음선상에서검사를합니다.

- 다만, 수입자가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소독으로서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
하고소독할수있습니다.

Q 모선단위(전용선박)로곡류를수입한
경우본검사란무엇이며, 
언제어디에서실시합니까?

○본 검사란 예비검사에 합격한 화물을 20% 내
외 하역한 시점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비검사 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만 확인하고 본 검사
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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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수입식물은수출국검사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식물검역증)를첨부하여야하나요?

○식물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이 기재된 검사증명서
(식물검역증) 원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출국정부기관 : 수출국의중앙또는연방정부
(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지방정부기관포함)

-검사증명서사본 : 수출국정부기관에서발행한
원본과 동일한 검사증명서로서 발행자 또는 검
사담당관이 직접 서명하 거나 날인한 검사 증
명서

Q 원산지가제3국산인식물을
우리나라로수입할때에는어떠한
증명서를첨부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입된 브라질산 커피두
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인
미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 또는 재수출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들 증명서의 원
산지란에는 원래 생산된 국가명(브라질)이 기
재되어야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미국)를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생산국(브라질)의 식물검역증
을 첨부하면 됩니다.

- 단순경유 : 화물이경유국가로수입되지않는
상태에서병해충에대한감염및오염에노출되
지않고경유한경우를말함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것에 한함)

○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하 17.8℃이하로 냉동처리하 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 수출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하 17.8℃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 건조, 분쇄, 압착

기타 폐포장에 의하여 단순히 가공한 펠렛류, 큐버류, 박류, 분말, 차류

(껍질, 꽃잎, 뿌리 등), 혼합곡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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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사용자중심으로개편
- ’06.9.18.부터 새롭게 개편·운

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가사용자중심의홈페
이지로새롭게개편, ’06.9.18.부터운 되고있다. 

이번 새롭게 선보이는 홈페이지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최신장비로 교체,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되
어 관리자는 운 에 있어 최대한의 편의성을 고려
되었으며, 사용자는 편안한 이미지와 다양한 컨텐
츠 사용 으로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
여정보를얻을수있도록개편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화면〉

2006 서울국제원예전시회“식물검역
홍보관”운

’06.8.15.~18.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식물검역홍보관』을 운 하여 전시장을 관
람하는일반국민들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더욱 높
다. 

주요 전시물로는 수입금지 병해충 생과실 표본
12종, 국내·외 중요 병해충표본 1,800여점, 금지
급 병해충 및 외래병해충 피해사진 30여점과 PDP
를 통한 식물검역 홍보비디오 방 등 다양한 식물
검역 안내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과 특히 어린
이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
기가되었다.

<식물검역 홍보관 운 >

‘호주식물검역전문가’수출단지·선과장
등방문

제주산감귤의호주수출을위해구체적인검역협
의가진행되는 가운데제주감귤의 궤양병관리방안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측 당국과 협의를 벌이기
위해’06.8.8. 호주농림수산부의brandan J. Smith
씨와 병리전문가가 제주를 방문, 제주도청과 제주
시 해안동 감귤 수출단지를 방문하는 한편 제주도,
식물검역소 관계자들과 수출단지 관리및수출절차
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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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물검역전문가 제주방문>

‘식물검역국제기준마련을위한FAO/IPPC
아·태지역워크숍’서울에서개최

’06.7.31.~8.4.(5일간) 서울에서 식물검역 국제기
준 마련을 위한 FAO/IPPC 아·태지역 워크숍을
개최하 다.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유해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2.4월에
설립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53.12월에 가입

이번 워크숍은 ’06.4월 이태리에서 개최된 IPPC
회의시 우리나라가 식물검역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
치를확고히 하고아·태지역의 식물검역 역량강화
에기여하는계기가되었다.

<FAO/IPPC 아태지역 워크숍>

국립식물검역소장, 수출입식물검역현장
순회점검

국립식물검역소 이기식 소장은 ’06.7.4.~20. 기
간에 천안, 울산, 구미 등 전국의 17개 출장소의 식
물검역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수출입업체 등 검역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고객의 불편 사항
을 청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후 해결방안을 마련
하 으며,  전국 지·출장소의 청렴혁신 업무 추진
에노력하고있는직원들을격려하 다.

<수출입업체 간담회>

’06년도멘토링발표대회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06.8.16.멘토링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및지식공유을위한「멘토링발표대회」를
개최하 다.
「멘토링제도」란조직내풍부한경륜과전문지식

을 겸비한 사람(멘토)이 신규직원(멘티)등에 대하여
1:1로 일정동안 지도, 코치, 조언하면서 업무능력과
잠재능력을 계발, 성장시키고 조직생활의 적응을
돕는 활동으로서 우리소에서는 ’05.12.9. 메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워크샵 개최, ’HOF'미팅 등 활발
한 활동을 하 다. 이날 종합평가에서는 검역업무
의 현장 적응력 제고에 높은 점수를 받은 중부지소
팀(멘토김정중, 멘티지정연)이최우수상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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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멘토링 발표대회>

’06년도조사연구사업중간평가회개최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06.9.19. 조사연구 담당
자와 자체 평가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조사연구사업 중간 평가회를 실시하 다.

평가는 과제담당자와 평가 위원간에 병·해
충·제도의 3개분야 20과제에 대한 연구과제의 진
행상황 발표 및 자유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
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날토론을통해수행중인연구과제의진행상
황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과제의 연구목
적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하고 일선 검역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가 도출되도록 과제 담당자에게
요구하 다.

<조사연구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청렴·혁신자문위원회회의개최

’06.9.20. 우리소의 청렴·혁신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청렴·혁신 자문위원회 회의』를 내·외부 위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소에서 개최하 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혁신추진의 중간 평가 및 ’06년도
청렴·혁신업무 마무리 계획 점검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향후 추진에 있어서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청렴·혁신자문위원회 회의〉

혁신선도기업‘유한킴벌리’방문

국립식물검역소 본·지소 혁신팀 20여명은 9.6.
국내 혁신의 선두 기업인 (주)유한킴벌리 군포 공
장을 방문하여 혁신의 추진과정, 혁신실적, 현장적
용 사례등을견학하 다. 

이날방문은식물검역소혁신팀주요사업의일
환으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 선도기업 방
문을 추진한 것으로서 참가자들은 공장내 시설 및
시스템을 견학, 혁신의 결과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
되는지를 직접 체험 등 혁신의 현장감을 익히는데
좋은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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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검사

인천공항지소(지소장 김형기)는 추석절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량 급증이 예상되는 송
이버섯의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원활한 검역과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입대행업체 및 방제회사 관
계자를 초빙하여 ’06.9.7. 식물검역관련 간담회를
개최하 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

항을 적극 수렴과 동시에 철저한 소독처리와 소독
관련안전사고예방을당부하 다.
작년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164건 59톤 중 157건

58톤(99%)이검역처분(소독)되었다. 

<송이 수입관련 업체간담회 실시>

검역현장체험학습실시

인천공항지소에서는 하반기 원활한 혁신업무 추
진을 위하여 각과 및 출장소별로 혁신추진 1과제를
제출하여「수요 혁신학습 토론회」에서 전직원들이
참여하여 직접 선정한 우수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자체 선정 과제 중에 한국화훼조합원을 대상
으로한「식물검역 1일 현장 체험학습」이 우수과제

로 채택되어 5회에 걸쳐 100여명에게 식물검역 전
반에 걸쳐 체험을 통한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으로
화훼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06.9.21일 1
차로 신비디움묘 수출재배조합원 21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 검역정보자료 제공,  검역현장
및 실험실정 검사견학 등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종합체험학습을실시하 다.
본 체험학습은 조합원 1,200명 중 학습을 희망하
는 사람을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자율참여토록 하
고 있으며 금년도 체험학습은 10월 중 마무리하고
명년도에는 희망조합원이 많아우리소에서는 더욱
확대실시키로하 다.

대형전광판을통한식물검역홍보
- 금강산 입·출경장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출장소장 김경수)는 동
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장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및 차량기사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 다. 
이는추석과가을단풍철을맞이하여금강산여행

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금강산에서 구입한
모든 농림산물은 식물검역소에 반드시 신고”등 3
개문안으로된대형전광판을입·출경시 10분간
격으로홍보하고 있어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마련하 다.

지·출장소소식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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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산애완용곤충수거·폐기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이○○(중학생)이
2006.9.22일과 23일 2회에 걸쳐 서울국제우체국
특급우편물로 인도네시아산 애완용 곤충 26마리를
바나나잎으로 싼후플라스틱박스에 포장하여 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에 대하여 폐기동의서를 받아 국
제우체국출장소에서 폐기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
내에서 구입하여 자택에서 사육 중인 외국산 곤충
12마리를 9월 27일에추가로수거하여 10월 4일폐
기조치하 다.
이번에 적발된 이○○씨에 대하여는 외국산 애완

용 곤충은 수입금 지품임을 주지시키고 아울러 외
국산곤충을불법사육하 을때발생할수있는피
해와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교
육시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급
친구들에게널리홍보해줄것을당부하 다.

[수거된 외국산 애완용 곤충]

[Homederus mellyi 수컷]

태국농업협력부직원중부지소방문

태국농업협력부국립농산품및식품기준청부청
장Mr. Somchai Charnnarongkul 등 5명이식물
검역 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해 2006. 9. 26(화) 중
부지소와 인천항을 방문하여실험실정 검사 및현
장검사 과정, 인천항의 여건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
다. 이들은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정 검사를 실시
하는 검사과정을 보고 한국이 최고 수준의 검역 선
진국임을 실감하 으며, 이번 견학한 내용을 토대
로 한·태국간 농산물 교역 확대 및 양국의 식물검
역 유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 다. 이
번 방문으로 검역적인 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고인정하는 계기가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효과
가컷다고볼수있다. 

〈태국 농업협력부 직원 방문〉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중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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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강기갑의원
인천항식물검역현장시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강기갑의원및보좌관등5
명은 수입 의 식물검역 과정 확인을 위해 2006.
9. 27(수) 인천항을 시찰하여 항내 여건과 수입
상태를 관찰하 다. 강의원은 미국산 소맥을 하역
중인 PAN NOBLE호에 승선하역 수입 의 상태,
식물검역과정, 선박운행사항및싸이로하역및보
관실태 등에 대하여 질문 및 확인하 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식물검역소
직원들의노고를치하하 다.

<강기갑의원 인천항 식물검역현장 방문>

인천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개최

중부지소(지소장하동호)는 작년에이어금년에도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
인들의 참여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중부지소는 7~9월 동안 무려 13회에 걸쳐 작목반
장, 농협조합원,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공무원 등
466명에 대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
다. 현장체험행사는홍보비디오상 , 실험실검

사과정 소개, 주요 식물표본 관람, 생식물 및 곡류
검사과정 참여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참가자들은
첨단장비를 사용한 빈틈없는 검역시스템에 신뢰를
보 고 외국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좋은계기되었다고한다. 아울러“품질면에서중국
산이나 국내산은 큰 차이가 없으며 중국산은 오히
려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차별화 하지 않으면 국
내산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우수농
산물 생산에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하 고, 하동호
지소장은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
업인들의적극적인노력을당부하 다.

<농업인단체 식물검역현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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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X-ray 요원에대한식물검역안내
교육

중부지소(지소장 하동호)는 주기적으로 세관 X-
ray 요원과우편물검색요원에대해교육을실시해
오고 있는데 금년 3/4분기에는 ′06. 7. 26.과 9.
19. 두 차례에 걸쳐 인천본부세관 X-ray 운 요원
21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 식물검역 대
상품,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다. 교
육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우체국에서 실시
되었으며, X-ray 상과 금지식물의 식물표본 판
독시연을 함으로서 식물류 검색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세관과 식물검역소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
가는계기가되었다.

<X-ray요원에 대한 식물검역안내 교육>

외국인근로자식물검역교육

중부지소(지소장 하동호)는 ′06.9. 13일 (주)화인
케미칼 등 3개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36
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실시 목적과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및 휴대·우편 식물검역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수
입금지식물반입을자제하도록홍보활동을펼쳤다. 

<외국인 근로자 식물검역교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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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그린”천안배미국첫수출

’06.9.25.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유통센터에서
는 본소장, 중부지소장, 천안시장 및 유관기관장과
수출배 재배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배 고유브
랜드“하늘그린”의미국첫수출행사가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배 원예농업협동조합장의 기
념사, 천안시장의 축사 및 첫수출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성환 대미수출 배 선과
장의시찰이이루어졌다. 천안시는 1986년처음 73
톤의 배를 미국으로 수출한 이래 2005년까지 업체
각각의 브랜드로 수출하여 왔으나, 앞으론“하늘그
린”이라는 고유브랜드로 수출된다. 2006년엔 미국
1,630톤, 호주 30톤, 대만 3,140톤의“하늘그린”을
수출할계획이다.

<천안배 대미 수출 행사>

식물검역발전협의체창립회의개최

남지소(지소장김후동)는 '06.8.30. 지소 3층소
회의실에서 지소장및협의체회원 등 3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우리지소 혁신기관 과제로 채택한‘식물
검역발전협의체’창립회의를 개최하 다. 본 협의
체의 목적은 식물검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
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자 관계를 유
지하여 식물검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의에서 제기
된애로·건의사항을 해당부서별로 검토하여 자체
적으로 개선·시행하거나 본소와 협의하여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등 고객의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번
창립회의에제기된「공휴일전날검사는당일처리요
망」등 10건의애로·건의사항에대하여는 8건을개
선하 으며, 2건은현재검토가진행중에있다.
앞으로도본협의체는 정례모임을 식물검역의 안정
성 확보와 고객이 만족하는 식물검역 풍토 조성을
위하여지속적인활동을계속할예정이다.

<식물검역 발전 협의체 회의>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남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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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소청렴·혁신연찬회개최

남지소(지소장 김후동)는 '06.10.13. ~ 14.(2일
간) 경남 김해시 소재 가야연수원에서 지소장 및
지·출장소 직원 94명과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직원
3명, 식물검역발전협의체 임원 2명이 참석한 가운
데‘ 남지소청렴·혁신연찬회’를개최하 다. 

금번 연찬회는 청렴·혁신추진 및 실천방안소개,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법률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소단위에서 처음 개최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부패 청렴 및 식물검
역업무혁신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다.

<단체사진>

태풍으로인한수해지역피해복구및낙
과피해농가일손돕기지원

남지소(지소장 김후동)는 태풍「에위니아」와 장
마전선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서부 경
남지역에피해가 극심하여 복구인력이 부족한 마을
중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태마을('06.7.19.)과 고성
군 개천면 명성리 하명마을('06.7.27.)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소장 및 지·출장소 직원 35명이 참
가하여농수로자갈및하우스주변이물질제거작
업을실시하 다. 

<낙과 수거 작업>

혁신선도기관견학

남지소(지소장김후동)는 '06.9.12. 혁신선도기
관의혁신성공사례및갈등극복과정등에대한견
학을통하여조직원의혁신동기부여및마인드제
고로 혁신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검역1과장 및 혁신
팀원 7명과 신규직원 8명이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
운 과를 방문하 다. 이번 방문은‘부산세관 변화
전략과 2006년정부혁신방향’에대한강의와부산
세관혁신업무추진현황및혁신우수사례발표, 혁
신업무 추진 관련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세관 박물관에서 CITES 전시품 등을 관람하 다.
이번 견학을 통하여 우리 지소의 향후 혁신업무추
진방향을재조명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부산세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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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남지소(지소장김후동)는 식물검역의주요고객
인 농업인단체, 공무원, 농업관련 교육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검역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를 3회('06.7.12, 8.29,
9.27)에걸쳐농림부채소특작과장및직원 13명등
총91명을초청하여실시하 다.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 장면>

잠비아에서 수입된 금지품(흙) 소각 폐
기실시

남지소(지소장김후동)는 잠비아에서수입된흙
147톤을 소각처리 하 다. 동 물품은 '05.9.14.~
'05.11.8일까지 6회에걸쳐‘베아링샘플’로위장하
여 수입되었으며, 국제무역 사기사건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불분명하여 운송사인 한국머스크(주)
가 검사신청 하 고 현장검사 결과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인‘흙’으로 확인되어 '06.9.4.~9.16.까
지 경남양산소재 한미산업소각장에서 전량소각하
다. 

<잠비아에서 수입된 흙 소각 장면>

울산단감현장 착수출컨설팅실시

남지소 울산출장소(출장소장 이의수)는
'06.9.12. 울주군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대미 단감 수출농민 등 17명을 대상으로 한국산 단
감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컨설팅을 실시하
다. 금번 컨설팅은 한국산 단감의 대미 수출확대

방안, 단감재배지병해충관리방안, 단감에부착된
응애의 효과적인 소독방법 개발방안 및 미국측 우
려병해충의 주요 생리·형태적 특징 등에 대한 강
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대미 단감 수출 농가들
에게 검역적 중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수출 활성
화에대한인식을심어주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남지소 울산출장소



73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수출배·사과상주지역협의회개최
(구미출장소)

남지소 구미출장소(출장소장 권용순)는
'06.9.15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품질
관리원 상주출장소장 권정수 등 26명과 함께 대만
배 수출 검역 협의회를 개최하 다. 이번 협의회에
서는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소개, 식물검역 홍보용
비디오 상 , 수출검역요령 관련 강의, 애로 및 건
의사항 청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지
역산 배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적 중요성을 홍보
하고, 수출 안정화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협의회 회의 현장>

대만수출배검사지원을위한협의회개최

국립식물검역소호남지소(소장홍종열)에서는대만
수출배 검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2006.

남지소 구미출장소 9. 13 개최하 다. 참석 대상자로는 해당 시군 농업
기술센타 과수담당자, 대만 수출배 생산자 대표 및
선과전문가, 수출업체등25명이참여하 다.

<수출배 검사지원을 위한 협의회 현장>

여름방학중식물검역현장체험실시

2006. 7. 28. 호남지소광양출장소는 한국경제신
문 주최 청소년경제체험대회에 참가한 광양제철중
학교안종진선생님외학생 4명을대상으로식물검
역현장체험을실시하 다.

처음 방문한 학생들에게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하
는일과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험실에서
현미경 및 검역장비를 이용한 병해충 분류동정 과
정과 해충 표본, 금지과일 도감 등을 견학한 후 컨
테이너 부두로 이동하여 수입 냉동고추와 건초의
검역과정을견학하 다.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호남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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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식ㅣ지·출장소 소식

식물검역1일교사제실시

식물검역1일교사홍보활동을 생태체험학교(서귀포
시 대정읍 무릉 소재)에서 제주여중 문화체험반 (7.
26), 서귀포시관내초·중학생(7. 28) 80명대상으
로 실시하 다. 식물검역 학습활동으로 식물검역
(DVD) 안내, 제주도 주요 곤충 분포 및 특징 강의,
곤충표본제작실습등이이루어졌다. 이에대한참
여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키로하 다

2006년산노지감귤첫수출

2006년제주산노지감귤이올해처음캐나다로수
출을 하 다 다음달 말까지 감귤1,000ｔ을 캐나다
로수출할예정이다.
노지감귤은 10. 18일 첫 수출을 시작으로

4,000M/T(캐나다 1,000t·러시아 1,000·동남아
2,0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소에
서는 휴일 등 상시검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원활한
수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검역지원에만전을기
할계획이다.

외래병해충요원간담회개최
제주지소에서는 10월 11일 외래병해충 모니터요원
의 활동 격려와 예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요
원간담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 다.
도내 지역별 14명의 모니터요원이 참석하 고 외
래병해충예찰활동의 발전방향 제시를위한의견청
취 및 토론회와 제주지소 외래병해충 예찰활동 소
개를하 습니다. 

2006년도수출입업체간담회개최

제주지소에서는 10.17(화)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13개업체17명이참석한가운데간담회를개최하 다.
최근 식물검역동향 및 제·개정 상대국 검역요건
등을설명하고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해결하여고객지향의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 다.

제주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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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서시간을빼앗아가는회색신사집단, 시간을저축해야한다는강박관념에쫓겨각박

해지고피폐해지는사람들, 그리고모모. 이책은아이들에게는그들의마음으로읽히고, 어른들

에게는또그나름의감동으로읽히는아주특별한동화이다. 시간은삶이고삶은우리마음속에

깃들어있다는메시지가마음한구석에자리잡고나면삶이보다더풍족해진다.

저자 : 미하엘엔데
남부독일에서태어났다. 1960년에첫작품 <기관차대여행>을출간하고 "독일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본격적으로작가의길을걷게된다. 1970년엔<모모>를, 1979년엔<끝없는이야기>를

출간함으로써 어린이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다. 엔데는 이두 소설에서 인간과 생태 파국을 초래

하는현대문명사회의숙명적인허점을비판하고, 기적과신비와온기로가득찬또하나의세계를

보여준다.

미하엘 엔데 저 / 비룡소 / 
원제 : Momo(1973) / 정가 9,500원

책소개

저 자

16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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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역자료

17 검역자료

유형별수출입식물검역동향

구 분

총
계 (건 수) 건 2,658,570 2,275,580 117 35,047 44,844 79,891 3

(건 수) 건 61,421 159,651 39 16,988 17 17,005 28

곡 류 톤 130,715 206,574 63 5,500 0 5,500 4

과실류 톤 22,272 23,878 93 50 21 71 0

채소류 톤 21,922 32,710 67 108 21 129 0

특작류 톤 3,463 5,599 62 0 0 0 0

목재류 천㎥ 13 13 92 2 - 2 18

묘목,구근류 천개 14,863 15,834 94 0 0 0 0

기타류 톤 12,973 8,626 150 1,009 17 1,026 8

천개 35,611 44,861 79 969 24 993 3

(건 수) 건 2,597,149 2,115,929 123 18,059 44,827 62,886 2

곡 류 톤 10,962,114 10,907,514 101 1,031,093 517 1,031,610 9

과실류 톤 469,448 420,272 111 170,541 503 171,044 36

채소류 톤 273,257 275,012 99 6,220 891 7,111 3

특작류 톤 316,538 292,833 108 21,875 851 22,726 7

목재류 천㎥ 5,574 5,363 104 4,653 0 4,652 83

묘목,구근류 천개 134,822 128,889 105 6,203 1,443 7,646 6

기타류 톤 15,701,722 9,243,888 170 453,625 3,574 547,199 3

천개 436,762 415,756 105 355 58 413 0

수

출

수

입

단
위

검 사 량
2006. 1~9월

(A)
2005. 1~9월

전년대비
(%)

계(B)

검사결과 (2006)

소 독 폐기, 반송

처분
비율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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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별수출입식물검역동향

식 물 명

고추종자 톤 576 16 - - 520 14 117 인도, 중국
무종자 톤 511 157 0 - 553 197 79 인도, 일본
선인장묘 천개 421 4,787 - - 257 4,452 108 유럽일대
백미 톤 72 85,632 5,500 6 189 190,037 45 북한
가루 톤 229 5,290 - - 158 4,388 121 중국

옥수수전분 톤 498 39,633 - - 240 11,813 336 인도네시아, 필리핀
감귤 톤 724 1,302 - - 903 2,109 62 일본,북한,러시아
배 톤 1,137 11,409 67 1 1,146 10,238 111 미국, 카나다
밤 톤 463 7,957 - - 551 8,686 92 중국, 미국
호박 톤 2,011 260 - - 2,013 231 113 일본
들깨잎 톤 2,494 117 - - 2,509 91 128 일본
당근 톤 83 4,568 - - 102 52 8,836 북한
국화절화 천개 739 17,251 24 - 856 19,562 88 일본
백합절화 천개 381 2,821 - - 465 3,913 72 일본
볏짚 톤 243 9,348 317 3 97 4,030 232 일본
수박종자 톤 132 8 0 5 114 6 146 중국, 태국
배추종자 톤 101 101 - - 69 46 218 중국, 뉴질랜드
산스베리아묘 천개 858 33,150 4,091 12 1,014 34,925 95 중국
서양란묘 천개 94 35 1 1 60 39 348 대만
백합구근 천개 160 18,775 0 - 157 18,837 100 네델란드
소맥 톤 423 1,643,485  47,066 3 429 1,725,587 95 미국, 호주
콩 톤 191,473 819,388 136,452 13 148,915 1,008,417 81 미국
옥수수(사료용) 톤 1,081 5,245,072 501,869 10 1,124 5,137,794 102 미국, 중국
석류 톤 569 800 703 88 604 1,632 49 이란, 우즈베키스탄
포도 톤 1,137 15,926 14 - 866 11,703 136 미국, 칠레
참다래 톤 860 29,366 1,063 4 706 23,533 125 칠레, 뉴질랜드
양배추 톤 39 598 35 6 15 144 415 중국
무 톤 33 137 26 19 21 17 827 중국
대두박 톤 892 1,266,778 3,730 - 643 1,170,764 108 브라질, 인도
목초류 톤 4,258 449,809 8,789 2 3,791 387,469 116 미국, 카나다

수

출

수

입

단
위

’06. 01. 01 ~ 09. 30.

건 수 물 량 (A) 건수
불합격처분
물량 비율

대비
(%) 
A/B

’05. 01. 01 ~ 09. 30

물 량 (A)
주요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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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역자료

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ㅇ ’06.7.1~9.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은 총 296종 3,161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81종(27%) 926건

(29%)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29종(44%) 1,294건(41%), 비검역병해충은 86종(29%) 941건(30%)이었다.

ㅇ 규제병해충 81종 926건 중 해충이 68종(84%) 888건(96%) 검출되었으며 병은 13종(16%) 38건(4%)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870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선충 9건, 응애 5건, 달팽이 4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15건, 바이러스 22건, 잡초 1건이 검출되었다.

ㅇ 잠정규제병해충 129종 1,294건 중 해충이 125종(97%) 1,289건(99%) 검출되었으며 병은 4종 5건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243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선충 20건, 응애 2건, 달팽이 24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1종 1건, 바이러스 1종 1건, 잡초 2종 3건이 검출되었다.

ㅇ 비검역병해충 86종 941건 중 해충이 50종(58%) 688건(73%) 검출되었으며 병은 36종(42%) 253건(27%)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63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선충 25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232건

92%)이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잡초 21건이 검출되었다.

구 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81 926 129 1294 86 941

해 충

소 계 68 888 125 1289 50 688

곤 충 류 60 870 111 1243 46 663

선 충 류 4 9 6 20 4 25

응 애 류 3 5 2 2 - -

달팽이류 1 4 6 24 - -

병

소 계 13 38 4 5 36 253

진 균 8 15 1 1 30 232

세 균 - - - - - -

바이러스 4 22 1 1 - -

잡 초 1 1 2 3 6 21

(2006. 4. 1. ∼ 6. 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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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내동정

인 사

농림부 서기관 김남훈 서무과장 7.4

농림부 부이사관 임재암 검역기획과장 8.7

검역기획과 기술서기관 백종호 식량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정책과장 8.7

남지소 검역2과장 식물검역사무관 최명규 인천공항지소 조사과장 8.9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김진성 중부지소 검역2과장 8.9

남지소 조사과장 식물검역사무관 김형문 남지소 검역1과장 8.9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장 식물검역사무관 김규호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장 8.9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식물검역사무관 정낙우 중부지소 평택출장소장 8.9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양규만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장 8.9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식물검역사무관 이춘진 호남지소 광양출장소장 8.9

남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 김재두 검역기획과 7.5

남지소 신선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곽춘석 남지소 7.5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김경수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장 8.10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현호 중부지소 천안출장소장 8.10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이동모 남지소 자성대출장소장 8.10

남지소 대구출장소 식물검역주사 박성철 남지소 대구출장소장 8.10

남지소 대구출장소장 식물검역주사 권용순 남지소 구미출장소장 8.10

호남지소 광양출장소장 식물검역주사 임정표 호남지소 광주출장소장 8.10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 김범준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장 8.10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서용선 호남지소 목포출장소장 8.10

중부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 손순명 방제과 8.10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건중 인천공항지소 8.10

중부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조종희 인천공항지소 8.10

전 보

소 속 직 급(위) 이 름 발령부서 발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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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전삼 인천공항지소 8.10

남지소 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금교연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8.10

중부지소 속초출장소 식물검역주사 허경구 중부지소 8.10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복섭 중부지소 8.10

방제과 식물검역주사 최춘태 중부지소 8.10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권순일 중부지소 8.10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전창석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8.10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 임재명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8.10

남출장소 구미출장소 식물검역주사 허재명 남지소 8.10

남지소 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김무 남지소 8.10

남지소 양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 곽병택 남지소 8.10

남지소 자성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 반재용 남지소 8.10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장서연 남지소 신선대출장소 8.10

남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 이종섭 남지소 양산출장소 8.10

호남지소 목포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봉삼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8.10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 손점엽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8.10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양태경 제주지소 8.10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행정주사보 김윤희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8.24

중부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김정중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장 8.28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식물검역주사 이정태 중부지소 8.28

인천공항지소 대구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박호철 국제검역협력과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김지선 위험평가과 8.28

중부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보 김한일 인천공항지소 8.28

남지소 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필헌 인천공항지소 8.28

중부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좌성민 인천공항지소 8.28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이혜숙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박복인 중부지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주용범 중부지소 8.28

소 속 직 급(위) 이 름 발령부서 발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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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강지은 중부지소 8.28

중부지소 안양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최 섭 중부지소 8.28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장미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8.28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성운 중부지소 안양출장소 8.28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황호훈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8.28

중부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보 김용재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문광옥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8.28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강연주 남지소 8.28

남지소 신선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정문권 남지소 8.28

남지소 구미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변장명 남지소 8.28

남지소 양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신남균 남지소 8.28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윤순혁 남지소 8.28

남지소 양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이준익 남지소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손태훈 남지소 자성대출장소 8.28

남지소 자성대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령희 남지소 신선대출장소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보 박순구 남지소 대구출장소 8.28

남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보 류창석 남지소 구미출장소 8.28

남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김경원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28

남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백낙현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박문규 남지소 마산출장소 8.28

남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보 문병천 남지소 양산출장소 8.28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유만상 남지소 양산출장소 8.28

호남지소 목포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만석 호남지소 8.28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백종오 호남지소 목포출장소 8.28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현 권 제주지소 8.28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오시헌 제주지소 8.28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김형륜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8.28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좌재광 제주지소 제주공항출장소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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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소 마산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미정 남부격리재배관리소 8.28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이은섭 인천공항지소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서기 곽민선 인천공항지소 8.28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식물검역서기 김연 인천공항지소 8.28

남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박홍숙 중부지소 8.28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식물검역서기 백종민 중부지소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서기 구윤모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8.28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송명희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8.28

남지소 울산출장소 식물검역서기 문송민 남지소 8.28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식물검역서기 장선희 남지소 대구출장소 8.28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서기 조은숙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유희정 남지소 양산출장소 8.28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식물검역서기 경은선 호남지소 8.28

호남지소 식물검역서기 윤 관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이미희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8.28

남지소 마산출장소 식물검역서기 박종수 남지소 울산출장소 9.9

식물검역서기 함재웅 인천공항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재열 인천공항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여경택 인천공항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권상욱 인천공항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조 재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정미금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박주용 중부지소 8.28

신 규 임 용

직 급(위) 이 름 발령부서 발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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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서기 김효진 중부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최유미 중부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정기윤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선미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장수연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손지희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최세훈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우정현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동욱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홍면기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이현직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현정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박종호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윤정 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진석 남지소 대구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신민경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송진보 남지소 마산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정훈기 남지소 마산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자문 호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김도병 호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이혜인 호남지소 8.28

식물검역서기 곽민주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황보훈 호남지소 목포출장소 8.28

식물검역서기 성보경 중부격리재배관리소 8.28

신 규 임 용
직 급(위) 이 름 발령부서 발령일자

서무과 서기관 박준규 ’06.7.1~’07.6.30.

공 로 연 수

소 속 직급(위) 성 명 기 간



84 식물검역정보 NPQSnews

18 소내동정ㅣ인사

인천공항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사무관 이병희 기술사무관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장 8.9
남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김 태 식물검역사무관 국제검역협력과 8.9
남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 정 철 식물검역사무관 〃 8.9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강병철 식물검역사무관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 8.9
남지소 식물검역주사 김흥두 식물검역사무관 남지소 조사과장 8.9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주사 박창일 식물검역사무관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8.9
중부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 한병재 식물검역사무관 남지소마산출장소장 8.9
중부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주사 이기병 식물검역사무관 남지소양산출장소장 8.9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황진원 식물검역주사 국제검역협력과 8.28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보 현우택 식물검역주사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 8.28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 김 관 식물검역주사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8.28
제주지소 식물검역주사보 강병효 식물검역주사 제주지소 8.28
중부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서기 손은호 식물검역주사보 중부지소 속초출장소 8.28
남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서기 추연미 식물검역주사보 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서기 이정화 식물검역주사보 남지소 마산출장소 8.28
중부지소 검역1과 식물검역서기 김 애 식물검역주사보 남지소 마산출장소 8.28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행정서기보 이성원 행정서기 인천공항지소 검역1과 8.28

승 진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사항 발령부서 일자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주사보 배애경 남지소 7.1
〃 〃 주양희 인천공항지소 8.28
〃 〃 이재승 남지소 9.9

복 직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일자

인천공항지소 조사과 식물검역서기 윤혜인 ’06.7.3.~’09.7.2 7.3.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서기 고은정 ’06.7.11.~’09.7.10. 7.11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식물검역서기 정래동 ’06.7.18.~’09.7.17. 7.18
인천공항지소 검역2과 식물검역주사보 이정혜 ’06.8.22~’07.8.21 8.22

휴 직

소 속 직급(위) 성 명 기 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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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현지검사임 현 동 7.9~9.26 남아공
남지소 식물검역주사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현지검사임 옥 현 7.9~9.26 남아공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서기 백두산항로의활성화를위한문제점협의이 은 섭 6.26~6.27 중국

방제과 식물검역주사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포장검사를
위한 재배포장 사전 확인최 춘 태 6.22~6.30 중국

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포장검사를
위한 재배포장 사전 확인박 보 경 6.22~6.30 중국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사무관 선진 외국공항의 첨단 출입국심사시
스템 등 정책연구김 규 호 6.19~6.28

홍콩
싱가폴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기 간 출장국

중부격리재배
관리소

농업연구사 일본내에서 잎벌레상과에 속하는
임업 및 농업 해충의 야외조사홍 기 정 6.24~7.2 일본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주사보 이집트산 오렌지 저온처리 공동시험이 종 호 6.30~7.9 이집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집트산 오렌지 저온처리 공동시험이 흥 식 6.30~8.13 이집트

중부지소 식물검역주사 2006년도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3차 현지검사박 승 환 7.17~10.17 필리핀

중부지소 식물검역주사보 2006년도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3차 현지검사윤 경 호 7.17~10.17 필리핀

중부지소 식물검역사무관 국외합동(IMC, IFEZ, IIAC, IPA)
SALES참석고 춘 섭 8.29~9.5 중국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보 애완용곤충 수입허용 절차 및
피해사례 현지 출장조사서 정 우 9.11~9.17 일본

중부지소 식물검역주사 평택항 서비스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선상 워크샵 참석이 인 환 9.23~9.27 중국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보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포장검사복 옥 규 8.1~8.14 중국
중부지소 식물검역서기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포장검사김 민 경 8.1~8.14 중국
호남지소 식물검역주사보 2006년도 칠레산 생과실 현지조사유 창 목 8.5~8.21 칠레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 고추채종포 재배지 검사김 상 일 8.1~8.7 중국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제18차 FAO/지역식물보호기구간
기술협의회 회의 참석정 철 9.10~9.16 이태리

위험평가과 식물검역주사보 LMO 국경검사 시스템 조사복 옥 규 9.11~9.17 일본

국제검역협력과 식물검역사무관 제13차 한·미 FTA/SPS분야 협상참석김 태 9.4~9.10 미국
인천공항지소 식물검역주사 남북출입업무 운 개선방안 개발 허용현 우 택 9.25~9.30 중국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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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내가식물검역소에들어온지꼭 5년이지났다. 2001년 12월 1일자로발령

받았으니, 강산이 반은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식물검역소도

많은변화가있었고, 나자신이그풍랑을타면서직접온몸으로그변화를따라왔다.

그럼에도처음검역업무를시작하면서부터꾸준히가지고오던무엇인가빚진듯한느

낌이계속나를떠나지않는다. 나도언젠가는식물검역소에서기여하고있다는것을

우리직원누구나로부터인정받고싶은마음이계속커져오고있었던것이다.

올여름식물검역정보지편집위원회가구성되면서편집일을함께하자는제안은나도

이제는식물검역소에서무엇인가기여하고누군가로부터식물검역소에기여할수있

는자격을인정받은기분이었다. 내가비록식물검역전체업무를아는것은아니지

만, 식물검역정보지를보게될많은사람들 -우리식구, 각대학의교수님들, 식물검

역업무에관련하여도와주시는많은분들에게정확하면서유용한정보를주고싶었

다. 그 전 언제보다 식물검역정보지에 실릴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되새겨 보면서 나

자신에게도매우유용한 들이많이있음을알게되었다. 종합평가와식물검역연구회

로그언제보다도바쁜나날이었지만정말보람있는시간을가졌다. 

이런기회가마련되고그마음을담을기회마저갖게되었으니난참운이좋은모양

이다.

2006년 12월 1일식물검역소 6년차첫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이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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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는 식물에 해로운 해외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위반 범죄신고 전화

1588-5117

[ 식물검역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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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FAX

본 소 031
449-05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430-016
448-6429

인천공항지소 032
740-207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공항청사내)
400-340

740-2081

중부지소 032
433-863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433-8534

남지소 051
467-044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465-1296

호남지소 063
467-345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467-3457

제주지소 064
747-6241

제주도 제주시 삼동로 32(연동 1452-1) 690-817
747-6243

중부격리 031
202-6966

경기도 수원시 통구 망포동 234-3 442-400
204-0668

남부격리 055
335-021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33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