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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식물검역혁신 추진계획
수입종자류에서 검출되는 Tomato black ring virus
수출·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굴파리과 해충 조사
미국산 미탈각 호두 현지검역 후기

국립식물검역소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국립식물검역소

비 전

공익신고자 포상 안내

“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 검역 구현

”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검훈령 제118호)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쟘뿜몴쟘쏦
삯샔싷드

돳뢲샚뿸 맗
샚뾬믽엂냨 몸좣

돳뻷냦샯럂 솦냭 맗
뻈솤샻 놹낡맟샼 뇢뾩

◈ 지급기준 :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의 10%이내
포상금(상한액/각 유형별 : 10-50만원)

신고방법
◈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식물검역소 직원 : 홈페이지 「소장과의 대화방」
, 「부조리신고센터」 등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서면,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국립식물검역소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 031)449-0525
FAX : 031)447-0525
E-mail : hwkim@npqs.go.kr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정보
N

P

Q

S

N

E

W

S

C ·O ·N ·T ·E ·N ·T ·S
통권 제117호

01. 인사말

02

- 국립식물검역소장

02. 1社1村 마을 소개

03

- 밀양 꽃새미 마을

03. ’
07년도 식물검역혁신 추진 계획

04

04. 식물방역법령 해설

10

-④
‘식물방역공무원’

05. 검역정보

12

06. 금지병해충

18

- 콜로라도잎벌레

07.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발 행 국립식물검역소
발행인 이기식
발 행 일 2007. 4.
편집인
검역기획과장

임재암

편집장
혁신기획팀장

김종윤

편집위원
혁신기획팀
위험평가과
방제과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문영미
현익화
허종영
이흥식

국립식물검역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TEL (031)441-6864

21

- 수입 종자류에서 검출되는 Tomato black ring virus
- 뉴질랜드산 단호박에서 검출된 병해충

08. 해외병해충 정보

29

09. 조사연구사업

32

10. 기고

44

- 태국산 망고 현지검역 후기
- 미국산 미탈각 호두 현지검역 후기
- 봄꽃축제‘진해 군항제’

11. 특별기고

52

- 기후환경 변화와 기생성 병해충의 돌발 가능성

12. 검역 Q&A

58

13. 국제회의

60

14. 검역단신

62

15. 홍보

70

16. 추천도서

73

-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식물검역정보지는 우리 모두의
꾸밈입니다.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17. 검역자료

74

-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 수출·입식물 검역실적
- 수출·입식물 주요 품목 검역실적

18. 소내동정

77

- 인사·해외출장

다함께 관심을 가집시다.
※ 국립식물검역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qs.go.kr)에『식물검역정보』
를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01 인사말ㅣ국립식물검역소장

0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립식물검역소장 이 기 식 입니다.
식물류 수출·입 관련 업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식물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문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검역현장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식물검역소 가족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국립식물검역 소장으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급변하는 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식물검역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식물검역발전 10개년 계획' 이라는 큰 목표를 제시하고 검역업무 전반에 걸쳐 질적, 양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해외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빈틈없는 국경검역 체계 구축을 위해 39명의 현장
검역 인력을 보강하여 식검 가족이 451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22개 출장소 중 15개 출장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문인력과 조직 보강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신 검역장비 확보
및 과학적 검역기법 개발 등으로 과학적 효율적 검역기반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적극 대응
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one-stop 검역서비스 체제를 완성하여 식물검역 대내외적인 업무 전반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지난 한해에 얻은 소중한 씨앗을 바탕으로 '식물검역발전 10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화와 개방화 추세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검역기관으로 도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검역여건과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재설
계하고, 검역제도 및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추면서 효율적인 국경검역과 고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
검역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전문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식물검역을 선도할 국제경쟁력
을 갖춘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국제검역 협상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하
겠습니다. 더불어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홍보' 추진으로 고객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식물검역소 전직원은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장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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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사1촌 마을 소개ㅣ밀양 꽃새미마을

02 1사1촌 마을 소개
밀양 꽃새미마을
도시와 농촌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마련을
위한 1사1촌 운동의 일환으로 ’
06년 6월 2일 영남
지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꽃새미마을(밀양시 초동
면 봉황리)은 초동면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39가구
72명이 거주한다.
전체 주민의 60%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고령촌이며, 200여년전부터 밀양 손씨, 경주 이
씨, 평산 신씨가 입촌하여 형제처럼 의좋게 살고
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인 종남산이 병풍처럼 둘
러 싸여 있으며 구름이 산허리를 감돌고 봉황이 활
개를 치는 형상으로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흘러
내려 마을 앞에는 참붕어·빙어가 노니는 봉황저
수지가 펼쳐져 있으며 산자수명한 자연경관과 밤
하늘 초롱초롱한 별빛, 반딧불이 어우러지는 아름
다운 마을이다.
2005년 농촌진흥청의‘농촌전통테마마을’
로지
정되었으며, 이 마을 특산물로는 짱아지, 된장, 고
추장, 손두부, 단감 등이 있다.
계절별로 양생화분체험, 다슬기잡기, 메주담그
기, 짚풀공예, 허브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
그램이 있으며, 야생화·허브축제, 고추잠자리축
제, 단감축제 등 다양한 축제도 열어 도·농인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 창원, 대구 등 주변 인근도시와 1시간
거리의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집 내
부를 흙으로 만들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흙촌’등의 민박시설도 갖춰져 있어 편안한
가족여행에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하다. 마을 주변
에는 표충비, 미리벌 민속박물관, 영남루 등의 관

자료제공 : 영남지소 박 인 영
ijpark1069@npqs.go.k

광지가 위치하고 있고 밀양아리랑대축제, 추화산
성봉수제 등 축제가 열리므로 주변 관광과 함께 다
양한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을과 결연을 맺은 후‘06년 10월 26일 영
남지소(소장 : 김후동) 및 출장소 직원 27명은 독
거노인 및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단감따기, 고구
마캐기, 볏짚나르기, 건조된 벼가마니 나르기’등을
통해‘농촌 일손돕기’
와 함께‘老人사랑실천’
을
체험하였으며, 이날 직원들이 땀 흘려 직접 수확
한 단감 450kg(30 boxs)를 구매하고, 이 마을 특
산품인 고추장아지, 짚장 등을 구매 요청하였다.
또한, 농한기인‘06. 12. 14일 마을주민 20여명을
초대하여 부산항 식물검역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을이장 등 주민들과의 상
시 연락을 통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아찌, 된장 등의 특산물을 직원들과 함께 구매
하는 등 우리소와 꽃새미마을의 지속적인 우애를
다지고 있다.
특산물 구매 및 체험행사 참여는 홈페이지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kkotsaemi.go2vil.org,

[1사1촌 결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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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7년도 식물검역혁신 추진계획
I. ’
06년 혁신업무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 식물검역 비전 재정립으로 구체적 목표설정
□ 혁신조직 개편으로 체계적 혁신업무 추진 및 조직역량 강화
□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혁신의지 확산으로 혁신내재화 진입
□ 동아리 구성,
「수요학습의 날」
운영 등 자기주도형 학습문화의 확산
□ 고객지향적인 혁신과제 추진으로 대내외적인 혁신성과 도출
분

야

’
05 년

’
06년

■ 식물검역 종합서비스
Global No.1

■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구현

■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통합성과관리 및
업무실적평가시스템 구축

■ 혁신업무추진 결과
평가 및 시상

■ 혁신업무 및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등 반영, 평가 시상

학습·교육

■
■
■
■

■
■
■
■

동아리 활동

■ 연구회 중심 활동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 본·지소
■출장소

■ 본·지소
■출장소

우리소 비전
성과평가
평가보상·환류

혁신수준 등급

혁신선도자 중심교육
혁신역량 강화교육
교육원 등 위탁교육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혁신 정착화
혁신 확산

성
(’
05) 79.1

(’
06)79.3점

기관청렴도 제고 : (’
04) 8.43

(’
05) 8.68

(’
06) 9.27
고객만족도 86.5점, 390(55.3%)억원 비용절감 효과
인터넷 검사 신청 : 99.6%

혁신성과 창출

농림부 기관평가 2개 분야 우수상 수상
혁신 BP대회 우수상, 동아리경진대회 장려상(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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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내재화 진입
혁신 정착화

과

고객만족도 향상 : (’
04) 78.6

식물검역 브랜드시스템 Clean pass 성과

Action-Learning
상시학습체계 운영
맨토링등 다양한 교육체계
혁신지원팀, 혁신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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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 및 시사점
□ 활발한 고객참여 혁신 추진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혁신 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만족도 제고와 연계 미흡

원인분석

▶ 고객참여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 잔존
▶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른 전국적 확산미흡

시 사 점

▶ 지소별 실정에 적합한 고객참여를 지속적 확대 시행하여 불신 제거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학습동아리 활동의 원년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나,
동아리 수가 적고 지원체계 미약

≪’
06년 우리소 학습동아리 구성 및 지원 체계≫
항 목

동아리수

연구결과

BP대회

예산지원

시 상

수량

12개

12건

서류심사

4,500천원

농 림 부
장려상(2)

원인분석

▶ 학습동아리 구성 활동의 첫해로 인식 부족
▶ 동아리에 대한 예산 및 체계적인 지원 미흡

시 사 점

▶ 식물검역 동아리 관리 체계의 시스템화, 성과확산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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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07년 식물검역 혁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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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5대 중점 추진과제
세계일류 식물검역을 위한 지속혁신의 기반 강화

과제 1

스템」
과「식물검역 업무실적평가시스템」
을 정착
시켜 실적 중심 성과 관리
□ 식물검역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열린 조직, 미래
지향적인 조직 구성

과제 5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식물검역 발전10개년계획』 성과가 검증된“식물검역
『Clean-Pass시스템』
”의
수립시행 및 성공기반 확산
고도화 사업 추진
□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식 □ 고객의 반응이 좋고 혁신성과가 검증 된“식물검
물검역 미래 10년 발전의 로드맵 역할을 할 중장
역
『Clean-Pass시스템』
”
을 고도화하여 지속적
기 발전계획의 성공 추진방안 마련 시행
추진
□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직원 주요과제 토론회 개
최 등으로 성공분위기 확산

과제 2

□ 실시간 현장처리시스템 및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
서 교환시스템 정착화 추진

과제 6

다양한 혁신 지원조직 활성화로 혁신동력 강화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

□ 외부고객이 참여하는 혁신지원, 자문조직 활성화
로 고객만족 혁신 체계 확산

□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으로 내부 고객만족도
향상

□ 수평적 수직적인 혁신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체계
적으로 혁신지원

□ 업무분야 뿐 아니라 기타분야에서 우리소의 이미
지를 제고한 경우도 마일리지 부여하는 등 보상
체계 개선.

과제 3
과학적이고 선진화 된 혁신기법 도입·적용 검토
□ 위기관리(RM) 등 경영기법을 학습동아리를 통한
도입, 적용 연구 검토
□ 선진혁신 기법 연구로 직원들의 역량 배양

성과지향적인 업무시스템 정착

과제 4
지속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는 식물검역 시스템 정착

근원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과제 7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대표과제 추진
□ 대표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소, 농
진청 및 대학 전문가 인력 Pool을 확대 구성하고
범국가 차원의 진단전문가 인프라 구축
□ 우리소 본소 및 전국 지출장소 30개소를 네트워
크화하여 화상진단 실시

□ 조직성과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통합성과관리시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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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8
혁신우수사례 및 혁신아이디어 적극 발굴 현장 환류
□ 근원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혁신과제와 실사구시
형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즉시 현장 적용, 확산
□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 포상하는 등 아이디어 개발 확산

과제 12
직원의 학습역량 강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동아리 활
성화
□ 각종 동아리 조직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성과평가 조직체계 구축
□ 성과창출에 따른 차별화 된 지원과 평가 및 포상
강화

과제 9
본소 각과 및 지소(관리소)별 대표과제 선정 추진
□ 본소 각과 및 지소(관리소)별 핵심문제 해결 중심
의 부서별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대표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연말 종합
평가 자료활용

자기 주도형 학습문화 정착

과제 10
상시학습체제 정착과 혁신내재화 강화 교육
□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 상시학
습체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수행정도 점검
□ 리더십 강화 및 계층별 혁신 내재화 전문교육 참여

과제 11
e-Learning 등 새로운 학습 체계 구축
□ 교육의 성격, 대상자, 기간 등을 감안한 집합교육
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는 상시학습체계 구축
□ 맨토링제도의 다양화로 조직의 핵심인재 양성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구로 활용

고객체감 혁신 추진과 혁신성과 공유 확산

과제 13
고객체감 혁신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현장검사의 효율화 추진, 중요 정책방향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토론문화 활성
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 Happy-Call, Before-Call을 시행하고“민원인
의 날”
,“고객역할 체험”등 고객과 함께하는 검
역 실천으로 상호 신뢰구축

과제 14
“식물검역 Clean-Pass시스템”
의 세계표준 모델
추진
□ 세계적 수준의 식물검역전자민원처리시스템의
국제기구 수상 추진과 수출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세계일류 표준화 모델 추진으로 국제 위상제고

과제 15
고객맞춤형 전략적 식물검역 홍보
□ PCRM고객등을 대폭확대 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
응하는 사이버 홍보추진
□ 현장중심의 체험형 식물검역 홍보와 직원들의 홍
보 역량 배양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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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식물검역 종합평가
평가 개요
▶ 평가일정 : 1~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12월 평가
시상
▶ 평가대상
○ 기관평가 : 본소 5개과, 7 지소 및 관리소
(업무차로 별도 평가)
○ 개인평가 : 직렬별 업무차이로
「공통지표」
와
「직렬별 적용지표」
로 구분

평가 방법
▶ 혁신분야 뿐 아니라 일반업무 분야도 평가에 반영
○ 기관평가 ('06년) 6지표 ⇒ ('07년) 23지표
○ 개인평가 ('06년) 10지표 ⇒ ('07년) 20지표

▶ 평가지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본소장 및 본소
각과장의 정성평가 반영
○ 본소 각과 평가는 본소장이 평가, 지소평가에는
본소장 및 본소 각과장이 평가한 평균점 반영

▶ 우리소 위상제고 분야에 대한 많은 가점 부여
○ 대내외 각종경진대회 성적 대폭 반영(우수
사례, 동아리, 공무원 제안, 정보화경진 대회
등) ⇒ 우수한 성적을 유도하여 기관의 위상
제고
○ 비업무분야에 대해서도 대외 인증 및 입상자
나 기타 우리소 위상 제고자에(국내외 전문지
논문게재, 칭찬 공무원 등) 대한 특별 가점 부여
▶ 위상 실추자에 대한 감점
○ 감사, 업무확인, 민원야기, 징계 등에 대한 감점
처리
- 주의, 경고, 징계, 기타 우리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 등

자료제공 : 검역기획과 김 재 두
kjdo@npq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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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내지 제5조[식물방역공무원 등]
제3조 (식물방역공무원)
① 이 법의 검역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식물방역관의 자격·선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① 식물방역관은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이나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이나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
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5조 (증표의 제시) 식물방역관이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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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관

- 검사권한 :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병해
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

○ 농림부에 두는 식물방역관은 수입식물검역업무
와 수출식물검역업무, 국내식물검역업무 및 방

이 가는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제대상병해충의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
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 군 및 자치구를 말
한다)에 두는 식물방역관은 수출식물검역업무
와 방제대상병해충의 방제업무를 담당한다.

- 소독, 폐기 및 기타 조치명령 권한 : 규제병해충, 잠정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
업장·선박·차량 이나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 식물방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임명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대리

된 후에 식물검역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식물검역소장이 실시하는 신규자과정 교육을

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이수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

- 출입, 질문 및 시료채취 권한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관에서 농업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식물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식물방역관자격준비과정

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이나 항공기 등에 출

교육을 이수자로서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식

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

물방역관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

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격시험은 식물방역법령과 병해충(잡초 포함)에
대한 필기시험과 병해충 및 식물표본의 감정과
검역장비조작에 관한 실기시험이 있음

■ 식물방역관의 권한

■ 증표의 제시
○ 식물방역관이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식물방역관의 권한은 일반적인 권한과 제2장
(수출입식물검역), 제3장(국내지역경유 외국식
물등의 검역) 및 제4장(국내식물검역 및 방제)
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한과 총칙에서 정한 일반
권한이 있으며 일반권한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 검역기획과 농업사무관 권 명 영
mykwon@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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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검역정보
식물방역법제·개정
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개정
1. 법적근거
ㅇ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2. 개정사유
ㅇ 병해충 검사대상, 실험실 검사용 시료채취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본문>
ㅇ 용어의 정의 신설
ㅇ 실험실 검사용 시료채취 규정 보완
-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에 따라 실험실 검사용
시료채취
- 박피 또는 물로 세척된 근채류 및 서류는 실험실
검사 생략
ㅇ 알, 유충 등 발견 시 사육검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결 처리되는 경우
- 생리적, 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사멸된 경우
ㅇ 수출입 식물 검역시 발견된 병해충 관리방법 개선
- 병해충표본 제작 및 보관 대상
(현행) 모든 병해충
⇒ (개선) 규제 및 잠정 규제병해충

<별표1>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ㅇ 종자류의 적용품목에“수분용으로 수입되는 화분”
추가
- 수분용으로 수입되는 화분은 검역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종자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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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충분리검사 대상 조정
- 비재식용 식물 중 박피 된 모든 식물 및 세척된
감자는 선충검사 대상에서 제외

<별표2> 실험실검사 시료채취 기준
ㅇ 시채채취 기준에 일부 품목 추가 및 보완
- 선충검사 대상(화본과) 종자 : 500g
- 수분용 화분 : 10g
- 생송이 등 생버섯류 : 500g
- 재식용 초본식물 : (현행) 5개
⇒ (개선) 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1kg
- 근채류, 서류 : (현행) 1kg ⇒ (개선) 미세척 및
병해충 혐의 있을 경우 1kg
- 시료 채취 수량은 전체 수입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드라세라, 파키라 등 대형 묘목에 한해 부위별로
시료 채취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규정 개정
1. 개정사유
ㅇ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로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보세구역 밖의 가공
공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만을
해소토록 함

2. 주요내용
ㅇ 가공처리를 인정하여 가공처리준수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 밖에 있는 가공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EDI)로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
하는 절차 규정(제5조제2항)

05 검역정보ㅣ검역정보 - 국내

검역정보-국내
식물검역 관리병해충 추가 지정

베트남산 호두수입 요건 변경

국립식물검역소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1,998종의

베트남산 호두에 대한 국내 수입요건이‘07.4.1. 선적분

관리병해충에 대하여 40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1종을

부터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베트남산 호두 수입시에

제외시켜 총 2,037종의 관리병해충을 개정 고시하였다.

는 선적전에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검사

관리병해충은 수입농산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
이 높고 국내 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된 병해충으로 동 해충이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발
견되면 소독처리 후 통관되거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폐기·반송 조치된다.
추가된 40종의 관리병해충은 2006년도 수입식물 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해외검역 정보에서 수집
된 병해충을 대상으로 종합위험평가를 거쳐 선정하였으

증명서에 소독사항을 지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맞
지 않을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아래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
라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입요건
ㅇ 베트남산 호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독
을 실시한 후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에 소독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며, 주요 병해충은 다음과 같다.
- 토마토 황화바이러스(Tomato chlorosis virus) 국내

<소독처리 기준>
약제명 : 메칠브로마이드(MB)

중요 작물인 토마토, 고추 등의 잎이 황화되거나 말

투약량 : 48g/㎥

라죽고 결국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처리시간 : 24시간
처리온도 : 15.6℃이상

- 하늘소과 해충(Semanotus ligneus) 침엽수의 목재를
가해하는 주요 해충으로 현재 미국에서 큰 피해를

훈증상의 종류 : 일반훈증상 또는
천막훈증상 화물적재율 55% 이하

주고 있음.
- 가지과 잡초(Solanum elaeagnifolium) 다양한

2. 수입제한

작물의 밭, 과수원에 발생하는 잡초로 수확량 감소

ㅇ 제2호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는 베트남산 호두는 국내

및 품질저하를 유발하며 잡초의 열매나 식물체를 가

도착 후에 제1호의 소독처리 기준에 의해 소독을 실시

축이 먹었을 경우 독성을 유발하고 방제가 매우 어

하여야 한다.

려움.

3. 상기 규정의 적용시점
ㅇ‘07.4.1.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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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 우리농산물 수출에“적극 지원”

격리재배계획서 인터넷으로 제출

국립식물검역소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수

국립식물검역소는 인터넷 민원정보 시스템의 기능확충

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07.2.27.부터 격리재배계획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중 무휴로 생산지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보완하였다. 그동안 수출입식물검사신청, 소독계획서 제출

현장에서 합격증을 즉시 발급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신선

등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졌으나 격리재배 계획서만은

도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검역 서비스를 적극

방문 또는 팩스 제출로 이루어져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지원하고,

초래했었다.

민관 합동의‘수출협상지원협의체’
를 구성하여 신규 수
출유망 품목 발굴과 함께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협상

이에따라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은 물론 도착확인서

및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 격리재배포장 지정내역 등록 등 격리재배 관련업무

농민·생산자 단체 등에게 품목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

전반에 대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의 경제

실시와 수출단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에

적 부담과 시간 절감 등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하였다.

또한,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와 홈페이지에‘수출애로 코
너’
를 마련하여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상대국의 불공정·
불합격 사례를 수시로 조사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
는 등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봄철 수입묘목류“검역강화”
국립식물검역소는 봄철을 맞이하여 과실류 ·화훼류의
묘목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수입과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3.5.~4.4.(31일간)
‘봄철 수입묘목류 검역 강화기간’
을 설정하고 운영하였다.
이 기간 중에 화물·휴대·우편으로 수입되는 유실수,
화훼류 등 묘목류를 대상을 ▶현장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
사 강화 ▶검역인력 증원배치 ▶X-ray 검색 등을 강화하
였다.
또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활용, 수입된 묘목의 보
관창고, 재배지역, 판매장 등 유통· 재배과정에 대한 점
검활동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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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해외
호주, 수입 가능한 종자 32,000종 목록 발표
호주 식물검역 당국은‘06.12.20일부터 호주로 수입 될
수 있는 종자 32,000종 식물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호주로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3,000속 식물
중 호주에 분포하며 공적방제 대상이 아닌 32,000종을
수입 가능한 종으로 재분류하여 공표하였으며, 앞으로 호
주로 종자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용되어 있는 종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수출되던 무, 배추,
브로콜리, 고추, 양배추 등의 종자는 수입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만 입국여행객에 대한 휴대식물 검역요건
대만 농업행정원 동식물방역 검역국에서 규정한 대만
입국(귀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식물 및 식물생산물의 검역
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식물검역 신고절차
-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신고
- 세관원이나 검역탐지견이 여행객의 짐을 조사하여
휴대를 금지하는 식물 및 그 생산물이 발견 될 경우
즉시 반송, 폐기한다.

ㅇ 수입금지식물
- 생과실(과일) : 1998.10.1일 재정부 관세 총국 공고
신선과일 휴대반입 금지식물

또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각각 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 토양 및 토양이 부착된 식물

수입 요건을 호주 검역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

- 위험병해충 지역산 기주식물 및 그 산물

인하여야 하며, 목록에 없는 종자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

- 위험병해충 지역을 경유한 식물

해서는 수입자를 통해 호주 식물검역 당국에 잡초성 위험

- 원산지 불명식물, 유해식물

도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호주 검역검사소 홈페이지 주소
www.aqis.gov.au/icom

ㅇ 조건부 수입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관련 검역조건 부기
ㅇ 아래의 식물 수입 시 격리검역을 받아야함
- 격리기간 최소 1년 :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차, 감귤 등

허용된 종자목록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 참조

- 격리기간 최소 2년 : 파파야, 롱간, 장미속, 벚나무
속(Prunus속)

ㅇ 입국 여행객의 휴대식물 및 식물생산물 수량
제한 규정
- 식물 및 그 생산물 : 10kg 이하
- 종자 : 1kg 이하
- 종구 : 3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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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검역정보ㅣ검역정보 - 해외

일본, 2007년 4월부터 목재포장채 검역실시

으로 신고하여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과정에서 유
해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소각 또는 반송조치 되므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화물(공산품,

대일본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합판, 파티클보드
등 열 또는 압력으로 가공처리한 목재로 제작된 포장제는
제외)에 대하여‘07.4.1.(도착분)부터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미가공 목재포장재

대만의 꽃노랑총채벌레
기주식물 관련 검역조치 정보

를 사용할 때는 일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도는 메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신츄분국 및 까오슝국)은

칠브로마이드(MB) 훈증 후 소독처리 마크가 표지된 목재

‘07.4.1.(수입일 기준)부터 대만으로 수입되는 꽃노랑총채

포장재를 사용토록 당부하였다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목재포장재 국제기준
(ISPM NO.15)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이 요건에 따라

벌레 기주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되었거나
부기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일본으로 수입되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목재 중
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
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토
록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다.

<부기사항 내용>
“This plant has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일본 검역요건에 적합할 경우 목재포장재 검사를 생략
하나, 부적합한 목재포장재는 일본 식물방역소에 의무적

occidentalis]”
(검사 결과, 꽃노랑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 꽃노랑총채벌레 기주식물 목록
다음 식물의 신선 줄기(지하부 제외), - Delphinium hybridum
- Dianthus spp.(패랭이속)
잎, 눈(芽), 꽃 및 생과실류
- Eruca sativa MIll.
- Eryngium spp.
- Allium sp.
- Euphorbia pulcherrima
- Althaea rosea(접시꽃)
- Ficus carica
- Asparagus officinalis
- Fragaria chiloensis(양딸기)
(아스파라가스)
- Freesia spp.
- Begonia ssp.
- Gentiana spp.
- Beta vulgaris
- Geranium spp.
- Bougainvillea spectabillis
- Gladiolus spp.
(부켄메리아)
(글라디올라스속)
- Brassica spp.
- Gossypium hirsutum(목화)
- Capsella spp.(냉이속)
- Gypsophila spp.
- Capsicum annum(고추)
- Hibiscus spp.
- Citrus spp.
- Hordeum vulgare
- Compositae(국화과)
- Impatiens spp.
- Cucurbitaceae(박과)
- Kalanchoe spp.
- Cyclamen spp.
- Lantana camara(란타나)
- Daucus car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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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uminosae
- Leucospermum nutans
- Limonium sinuatum
- Lisianthus spp.
- Eustoma spp.
- Lycopersicum esculentum
(토마토)
- Malus spp.(사과나무속)
- Nicotiana spp.(담배속)
- Ornithogalum spp.
- Orchidaceae
- Paeonia albiflora
- P. lactiflora
- Persea spp.
- Petroselinum crispum
- Protea cynaroide
- Prunus spp.(벚나무속)
- Purshia tridentate
- Pyrus spp.(배나무속)

- Ranunculus asisticus
- Raphanus spp.
- Rhododendron spp.
(진달래속)
- Rosa spp.(장미속)
- Rubus spp.(나무딸기속)
- Saintpaulia ionantha
- Salvia spp.
- Secale cereale
- Sinapis arvensis
- Sinningia speciosa
- Solanum melongena (가지)
- Solanum tuberosum (감자)
- Syzgium jambos
- Triticum aestivum(밀)
- Tropaeolum majus
- Vaccinum corymbosum L .
- Vitis vinifera(포도)

05 검역동향ㅣ긴급 수입제한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본의 감귤그린병 추가 발생으로
기주식물류 긴급 수입금지 조치

칠레일부지역산생과실긴급수입제한조치
최근 칠레 수도권구역 El Bosque 지역에서 지중해과실

국내에서 금지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감귤그린병이

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에 따

일본의 새로운 지역에서 추가 발생됨에 따라 동 지역산

라 아래의 규제대상 지역산 생과실에 대하여 수입을 전면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하여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긴

금지(위생증발급일 기준 2007.02.24일부터 적용)하는 조

급수입규제’조치를‘07.2.23.일자 수출국검사증명서 발
급분부터 시행하였다.

치를 취했다.

ㅇ 규제대상지역(Districts)
- La Pintana, Maipu, La Florida, San Bernardo,

일본의 감귤그린병 발생지역이 기존의 북위 27도10분

Puente Alto, Calera de Tango

이남에서 북위 27도58분 이남(요론지마, 오키노에라부지
마, 토쿠노시마)과 키카이지마 일부지역으로 확인되었으
며, 일본은 감귤그린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북위27도
58분 이남 지역에 대하여 감귤그린병 및 그 매개충의 기
주식물의 이동을 규제하고, 발생지역이 국지적인 키키이
지마는 박멸을 위한 방제 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나무역병관련긴급수입제한조치
미국동식물검역소에서 Kalmia spp. 및 Pieris spp. 2
속을 참나무역병 기주식물로 임시규정을 공고함에 따라
‘07.4.9. 선적분부터 기존의 참나무역병 기주식물에 2속의
모든 종을 확대 지정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과 그 분포지역의 매
개충(Diaphorina citri, Trioza erytreae)의 기주에 대하
여 일본 오끼나현의 북위 27도 10분 이남의 난세이제도
에서 이번에 새로운 발생지역으로 확인 된 북위 27도 58
분 이남지역 및 키카이지마 지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추
가 지정하였고, 현재 속단위로 지정된 수입금지식물을 운

<금지식물 - 추가>
- Kalmia spp., Pieris spp.
※ 2속의 모든 종으로 확대 지정

<관련식물 - 추가>
- Arctostaphylos uva-ursi, Hamamelis mollis,

Osmanthus delavayi, Prunus laurocerasus,

향과(Rutaceae) 및 새삼속(Cuscuta spp.)로 확대 변경

Rosa(3품종: Royal Bonica, Pink Meidiland,

하였다.

Pink Sevill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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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입금지병해충ㅣ④
06
금지병해충ㅣ④ 콜로라도잎벌레
콜로라도잎벌레
Leptinotarsa
Leptinotarsa
decemlineata
decemlineata
(Say)
(Say)

06 금지병해충

④ 콜로라도잎벌레 Leptinotarsa decemlineata (Say)
■ 이명 : Chrysomela decemlineata Say
Doryphora decemlineata Rogers
Polygramma (Chrysomela)
decemlineata Mels.
■ 일반명
영명 : Colorado potato beetle,
Colorado beetle
한국명 : 콜로라도잎벌레
■ 분류학적 위치 :
곤충강 Insecta
딱정벌레목 Coleoptera
잎벌레과 Chrysomelidae
Leptinotarsa 속

■ 기주
가지과의 작물 및 야생식물이 기주이며, 미국 록키
산맥의 buffalo bur(Solanum rostratum)에서 처
음 기록되었다. 이후 감자,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의
주요 해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록된 기주 식물은
다음과 같다. Capsicum annuum L.(고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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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persicon esculentum Mill.(토마토),
Nicotiana tabacum L.(담 배 ), Solanum
melongena L.(가지), Solanum tuberosum L.(감
자) 등 Solanaceae(가지과).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양배추)와 Cirsium(엉겅퀴속),
Piper kadzura Ohwi (후추)가 기주 식물에 포함되
어 있으나, 원기주가 아니라 우발적인 발견으로 보
여져 현재는 기주에서 제외되었다.
이 예쁜 딱정벌레 곤충은 최초 미국에서 발견된 대
형잎벌레로서 Thomas Say(1787-1834)는 1823년
록키산맥 동쪽, 콜로라도주에서 가지과 잡초를 먹는
잎벌레 1종인 이 종을 발견하여 1824년에 명명하였
는데 그 당시에는 해충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로
부터 30년후 이주자들이 그 지역에 새로운 작물인
감자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야생잡초보다 수분이 많
고 영양가가 높은 감자를 가해하게 되어 급속히 개
체수가 늘어나면서 분포를 확산하게 되었다. 이들은
1년에 140Km의 속도로 동진하여 1874년까지 미국
의 동해안에 있는 곳까지 분포하기에 이르렀다. 유
럽에는 1876년 독일의 브레멘에서 번식하는 것이 발
견되어 박멸이 되었으나, 1921년 프랑스의 보르도에
서 발견된 게체군은 수가 많아 정착하고 말았는데,
2차대전 중 급속히 분포가 확산되어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까지 확산이 되었다(眞崎 1982, 尊田 1984).

06 금지병해충ㅣ④ 콜로라도잎벌레 Leptinotarsa decemlineata (Say)

현재는 북미지역은 물론이고 유럽, 러시아, 중동 지
역에 까지 분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서쪽 지
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 :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라크, 중국(신강,
절강),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터어키,
투르크메니스탄

유 럽:
그리이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안도라, 영국,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베로루시, 라트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아프리카 : 리비아
북 미 : 멕시코, 미국, 카나다
중 미 :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쿠바
성충체장 10∼12㎜의 반구형으로서 앞가슴판과 날
개딱지는 등황색이고, 날개딱지에는 10개의 세로줄
이 있다. 노숙유충의 몸길이는 5.5∼7.0㎜이며, 부
화초기에는 등황색이지만 후에 광택이 있는 오렌지
적색이 되는데, 배각 마디의 좌우 측면에 두 개씩의
흑색 반점이 있다. 알은 등황색으로 장경은 약 1.2㎜
이다. 알은 등황색으로 장경은 약 1.2㎜이다. 번데기
는 타원형으로 악 10㎜이고, 밝은 등색을 띤다. 성충
과 유충 모두 잎, 줄기 등 영양생장 부위를 먹는다.
성충은 지표에서 30~120㎝의 깊이에 들어가서 월

동하고 이른 봄~초여름에 걸쳐 나타난다. 먹이를 찾
으러 나는 거리는 보통 1.6km~3.2km이지만 기온
이 높고 폭풍이 부는 조건 하에서는 집단으로 날기
도 하며, 바람에 의해 멀리 운반된다. 유럽에서는 대
륙에서 도보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달한 예도 알려져
있고 95km~100km정도는 난다는 증거도 있다고
한다. 감자를 발견한 성충은 잎을 먹고 交尾한다. 교
미한 암컷은 잎 뒷면에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여름
동안에 짧은 휴식기간을 가지면서 산란을 계속한다.
1마리의 평균 산란 수는 500~800개이지만 가장 많
은 기록은 2,500개에 달하는데 알은 4~6일이면 부
화한다. 유충은 보통 산란되었던 식물에서만 생육하
고 다른 식물에 이동하지 않고 노숙유충이 되며 유
충기간은 16.5℃에서 약 14일이다. 흙속에서 성충이
우화하여 6월말에서 7월에 지표에 나타나며 감자잎
을 먹고 산란한다. 2세대의 유충은 감자가 가을이
되어야 고사하므로 생육이 가능하고 2세대 성충은
초가을에 우화하여 3~4주간 섭식하다가 월동하기
위하여 흙속에 들어간다. 감자를 가해할 때 1株에 성
충, 유충, 알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심하면 줄기만 남고 가끔은 감자알도 식해한다고 한
다. 가해를 받은 감자는 잎과 줄기 등에 검은 배설물
이 묻어 있고 섭식량이 많아서 수량감소가 크다고
한다.
잎과 줄기와 같은 영양생장 부위를 섭식하므로 과실
류의 수입을 통해서 유입되기는 어렵지만, 분포지역
에서 수입되는 묘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성충과 유충이 감자 식물체, 괴경 및 각종 형태의 포
장재료 및 운반재료에 붙어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자료제공 : 중부격리제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 흥 식
ihsgo@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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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수입식물에서
발견된병해충
수입 종자류에서 검출되는
Tomato black ring virus에 대하여
mosaic virus 등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 여기
에서는 최근에 수입종자에서 자주 검출되고 있는
Tomato black ring virus(TBRV)의 검출동향 및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위험평가과
이 혁 인

hilee@npqs.go.kr

현재 수입식물검사에서 검출되는 병원체 중 바이러
스의 검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검역통계
자료(Pest Information System)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식물검역에서 검출된 식물바이러스
는 총 22종 381건이 검출되었다. 이는 전체 검출 병
원체중 약 5.4%를 차지하며, 검출되고 있는 바이러
스가 대부분 관리급 병원체인 것을 감안하면 관리급
병원체의 전체 검출 건수 중 43%를 차지하여 바이
러스가 식물검역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박과류 종자에서 검출되는
CGMMV, KGMMV, ZGMMV, SqMV, MNSV가
484건으로 58%를 차지하고, 그 밖에 Tobacco
rattle virus, Tobacco streak virus, Shallot
latent virus, Tomato black ring virus, Arabis

TBRV의 검출동향
TBRV는 1996년 검역병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38건이 검출되었으며, 주로 토마토종자, 고추종
자, 상치종자 등의 종자류와 쪽파종구, 튜울립구근
등의 구근류에서 검출되고 있다.
표1. 품목별 TBRV 검출실적(1996∼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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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전염 바이러스 검사법이 ELISA 검사에서 PCR
검사법으로 전환된 이후 검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2007년 1∼3월 3개월 동안 총 24건이 검
출되어 급격한 검출율 증가가 나타났다. 중국, 미국,
일본에서 수입된 상치종자와 토마토종자에서 검출
되었고, 중국산 상치종자 18건, 미국산 상치종자 3
건, 일본산 토마토종자 2건, 중국산 토마토종자 1건
에서 각각 검출되었다. 정밀검사는 수입종자에서
total RNA를 추출한 뒤 PCR 검사를 실시하고 증폭
밴드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Gene Bank에 등
록된 TBRV의 염기서열과의 상동성을 확인하는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증폭밴드의 염기서열은 대부분
TBRV의 염기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냈
다. PCR 검사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식물검역조사연
구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3쌍의 프라이머
가 사용되었다.

TBRV의 특성
분류학적 위치
TBRV는 Nepovirus group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써 두가지 유형의 RNA를 포함하고 직경 28nm의
구형(isometric)입자의 바이러스이다. 1946년
Smith에 의해 영국의 토마토에서 최초발생 보고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아직 국
내에는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관리급병원체로 지정
된 바이러스이다. TBRV는 Bean ringspot, Beet
ringspot, Celery yellow vein, Lettuce
ringspot, Potato bouquet, Potato
pseudoaucuba 등의 많은 계통이 알려져 있다.

기주범위
TBRV는 다양한 초본식물에서 목본식물, 채소류,
원예식물, 산림수까지 매우 광범위한 기주범위를 갖
는 바이러스이다. TBRV의 기주로 알려진 식물에는
포도, 사탕무, 감 자, 양파, 배추, 상치, 토마토, 콩,
복숭아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분포지역

그림 1. TBRV의 PCR 검사 결과
A: 상치종자, B: 토마토종자,
Primer: N20, C70, Product size: 662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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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RV는 유럽의 여러국가 및 아시아의 일부 국가 그
리고 케냐, 모로코, 카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이 보고되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덴마크, 필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
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몰도바, 노르웨이, 폴란
드, 루마니마, 러시아, 스웨덴, 터키, 영국, 유고슬라
비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알바니
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슬라비아, 등 많은 국가에 분포하며, 아시아의 경우
중국, 인도, 일본, 터어키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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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방법

검역적 위험성

TBRV는 매개선충인 Longidorus attenuatus와
L. elongatus 등에 의해서 전염이 가능하며, 유충
과 성충 모두 전염이 가능하고 탈피후에는 전염력을
잃고 경란전염은 하지 않는다. 선충은 감염식물을 1
시간만 흡즙하면 바이러스의 획득이 가능하고 기주
가 없는 토양에서 약 9주 동안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TBRV는 종자를 통해서도 전염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자전염은 최소 15
과 24종의 식물에서 보고되었으며, 여러 기주에서
10%이상의 종자감염이 확인되었고 일부 작물과 잡
초의 경우 100%의 종자감염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높은 종자전염율은 TBRV의 장거리 확
산을 가능하게 하며, 바이러스가 토양 내에서 오랫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TBRV는 보독선충과 이병종자가 포함된 토양의 이
동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다년생식물의 경
우 영양번식체에 의해서도 전염이 가능하다. 즙액의
기계적인 접종에 의해서도 쉽게 전염된다.

NAPPO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TBRV를 검역대
상 바이러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PPO에서
는 TBRV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검역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TBRV가 이미 유럽 전역의 많은 국가에 분포하고 있
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TBRV는 감염된 식물체와 종자 그리고 토양의 이동
등에 의해 국내 유입가능성이 크고, 기주범위가 다
양하여 국내 유입시 정착이 가능하며, 재배되고 있
는 다양한 채소류 및 과수 등의 작물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이러스라 판단된다.

증 상
감염 당해연도나 종자를 통해 감염되었을 경우 대부
분의 잡초나 작물에서 외관적인 병징은 거의 발생하
지 않지만 식물체의 생장력 저하가 크게 나타난다.
선충에 의해 TBRV가 전염되는 포장에서는 선충의
낮은 이동속도 때문에 구획별로(patchily) 식물체의
생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딸기류
(Rubus sp., Fragaria sp.)의 경우 품종에 따라 잎
에 chlorotic mottling 또는 ringspot이 나타나기
도 한다. 감자는 잎에 black necrotic spot이 발생
할 수 있고, 샐러리, 유럽딱총나무(Sombucus
nigra)와 일부 관목의 경우 잎에 bright-yellow
vein-clearing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병징은 봄철
초기생장기에 잘 나타나고 생장이 빠른 여름철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국가간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종자 및 영
양번식체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TBRV가 수입식물 검
역과정에서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어 종자류 뿐만 아
니라 기주가 될 수 있는 묘목류의 수입시에도 철저
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식물체에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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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뉴질랜드산
단호박에서 검출된 해충
1. 배 경
최근 단호박이 건강식품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에
서 년중 생산이 불가능하여 매년 수입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수입의 대부분은 뉴질랜드산이나
2006년도부터 통가산 단호박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수입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장검사
시 검출되는 병해충의 종류도 바구미, 깍지벌레, 총
채벌레, 나방, 파리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검
역적 주의가 요구된다. 금년에 검출된 주요 해충에
대한 자료 및 현장검사 시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외래
병해충의 국내유입 방지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한다.

영남지소 조사과

김종보
jbkim@npqs.go.kr

2. 현장검역시 주의사항
가. 단호박은 대부분 Reef 컨테이너에 적재 저온상태로
장기간 운송됨으로 기주 외부에 부착된 해충은 컨테
이너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음(하늘소, 바구미, 파리
류 성충 및 번데기 등)
나. 화물을 컨테이너 1/5이상 꺼내어 컨테이너 바닥과
벽면에 해충 유무 검사
다. 포장물 중에 부패한 단호박을 채취, 표면 또는 내부에
파리류(유충, 번데기) 해충 부착 유무 검사
라. 단호박의 꼭지 및 배꼽부위에 벌레의 배설물이 있는
지 검사(나방류 유충)
마. 단호박의 표면을 확대경으로 미소해충(응애, 총채벌
레, 깍지벌레등) 부착 유무 검사
바. 실험실 검사시료는 꼭지 및 배꼽부위 등에 잔재물이
많은 것 위주로 채취하여 실험실에 인계

3.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검사 실적
표 1. 뉴질랜드 단호박의 연도별 검역실적(1996년 1월 ~ 2007년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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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질랜드 단호박의 연도별 검역실적(1996년 1월 ~ 2007년3월29일)

4. 검출된 주요 해충의 형태적 특징
□ 해충명 : Mitrastethus baridioides,
□ 분류학적위치 : Curculionidae(바구미과),
Coleoptera(딱정벌레목)

□형 태
성충의 몸길이는 5~6㎜이며, 몸 등면은 회백색과 백색의 인
편으로 빽빽하게 덮여 얼룩무늬를 이루며, 인편이 벗겨지면
적색의 몸바탕색이 나타난다. 버들바구미亞科
(Cryptorhynchinae)의 특징인 앞가슴등판의 시엽
(postocular lobe)이 발달되어 있어 휴식 시 눈의 일부분을
덮는다. 휴식시에 주둥이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앞다리 밑마
디 바로 뒤까지 발달. 발톱은 돌기가 없이 단순하다.

그림3 Mitrastethus baridioides

그림4 M. baridi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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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명 : Listronotus bonariensis,
□ 분류학적위치 : Curculionidae(바구미과),
Coleoptera(딱정벌레목)

□형 태
몸길이는 3mm 내외, 몸색은 밝은 회갈색에서 흑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이가 심하다. 앞가슴등판

그림5 Listronotus. bonariensis

□ 해충명 : Thrips obscuratus, ,
□ 분류학적위치 : Thripidae(총채벌래과),
Thysanoptera(총채벌래목)

□형 태

그림6 L. bonariensis

자모는 다소 길다. 앞가슴등판후각자모는 2쌍이
며 후연에 3쌍의 작은 자모를 가진다. 앞날개 전
연,전맥,후맥,후연자모 모두 선단까지 완전하다.
복부 8째 등판의 즐치상돌기는 다소 듬성듬성(모
두20개내외)하지만 길게 나있다. 복부측 등판에
3개의 가운데 자모가 나있고 밑에 1개가 나있다.
※ 뉴질랜드에서만 분포하는 종으로 수입 시 국내 유입

단안사이자모는 단안삼각역 밖에 있고 복안후방

그림7 Thrips obscu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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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앞쪽옆가장자리가 직선이며, 시엽이 약하게
발달한다. 가슴배판에는 휴식 시 주둥이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지 않다. 몸의 인편은 원형으로
빽빽하게 덮혀있고, 앞날개의 홀수간실에는 가시
같은 가는 털이 줄지어 나 있다. 종아리 마디의
끝에 갈고리같이 잘 발달된 이가 없다. 발톱은
갈라져 있고, 부속돌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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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검역적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8 앞날개 전·후연 자맥 및 자모

07 수입식물에서 발견된병해충ㅣ2007년 뉴질랜드산 단호박에서 검출된 해충

□ 해충명 : Arhopalus ferus(관리해충)

□형 태

□ 분류학적위치 : Cerambycidae(하늘소과),
Coleoptera(딱정벌레목)

몸길이는 10~27㎜ 내외이고 한세대 기간은 2~4
년, 성충의 활동 시기는 6월~9월, 기주식물은 주
로 소나무류(Pinus속)이며 뒷다리부절 3째마디
는 부절 전체길이의 1/2 위치에서 나누어져 있다.

그림9 Arhopalus ferus

그림10 뒷다리 부절

5. PRA 진행중 해충

그림11 Tineidae

그림12 Tortricidae

그림13 Chrolopidae

그림14 Drosophilidae

그림15 Anthomyiidae

그림16 Anthomyi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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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Curculionidae

그림18 Sitona sp

6. 뉴질랜드산 단호박에서 발견되는
해충에 대한 분석
2007년 수입된 뉴질랜드산 단호박에서 검출된 해
충은 딱정벌레목, 나비목, 총채벌레목, 파리목 등 7
목 15과 28종으로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충태
는 성충 뿐만 아니라, 알, 유충, 번데기 상태로 검출
되고 있어 분류동정이 어려워 사육을 실시하여 성충
으로 우화후 종까지 분류동정하거나 종동정이 어려
운 경우 병해충 전문컨설팅팀에 분류동정 및 위험분
석 의뢰를 하고 있다
① 관리해충은 7종 30건이 검출되었으며 목재해충
4종(Mitrastethus baridioides, Arhopalus
ferus, Listroderes bonariensis, Hylurgus
ligniperda), 깍지벌레 2종(Aspidiotus nerii,
Hemiberlesia rapax), 총채벌레 1종(Thrips
obscuratus)이 검출되었다
② PRA의뢰중인 해충은 6과 11건이며 나비목 해
충인 Tortricidae(잎말이나방과), Tineidae(곡식좀
나방과)는 수확시기에 기주인 단호박의 꼭지나 배꼽
부위에 알이나 유충 상태로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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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파리목 해충인 Chrolopidae(노랑굴파리
과), Anthomyiidae(꽃파리과), Drosophilidae(초
파리과)들은 주로 수출국에서 저장시 부패된 단호박
에 산란된 알이 운송중 부화되어 도착지에서 유충,
번데기 및 성충 상태로 검출되고 있다.
Curculionidae(바구미과)는 저장이나 선적과정에
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국립식물검역소. 2007. 병해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http:10.110.128.100.
허재명. 2001.식물검역과정 중에서 검출된 총채
벌레 분류동정 및 문헌조사
L.A. Mound and G. Kibby, Thysanoptera an
Indentification Guide
Alvah Peterson.1960.Larvae of Insects
국립식물검역소.1993.목재류해충분류집
KM Harris & IM White. International
Institute of Entomology(Diptera)
http://www.uochb.cas.cz/~natur/
cerambyx/arhferus.htm
http://www.barkbeetles.org/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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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지역에서 사과과실파리
(Apple maggot) 발견
○ 2007년 2월 12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캐
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지역에서 해충 예찰 조사
를 통해 사과과실파리 즉, Apple Maggot
(Rhagoletis pomonella)를 발견함.
○ 동 해충은 Newfoundland를 제외한 캐나다 동
부에 주로 분포하였음.
○ 주요 기주는 사과(Malnus spp.), 벚나무
(Crataegus spp.), 체리나무(Prunus avium)등
이며, 자두, 복숭아 등의 작물도 가해함.

○ 발견지역
-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GVRD)의 Langley와 Vancouver지역,
Vancouver Island의 Esquimalt와 Victoria 지역
○ 2006년 해충 예찰 조사에서 Abbotsford의 몇몇
지역에서 동 해충이 발견 된 적이 있으며, 2006
년 10월경 처음으로 Vancouver Island의
Esquimalt와 Victoria 지역에서 동 해충이 발견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동 지역의 사과 산지를 조
사하였으나 동 해충은 발견되지 않았음.
○ 동 해충은 캐나다의 Newfoundland와
Labrador, Territoies를 제외하고는 미국 및 캐
나다에 넓게 분포하는 해충으로 2006년 미국 검
역당국이 브리티시콜롬비아 국경에 인접한 워싱
턴 주에서 동 해충을 발견한 사례가 있음.

○ Apple Maggot는 100년 동안 북아메리카의
사과의 중요 해충으로 현재 캐나다의 검역병해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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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라지오 지역에서 3.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리
Rhynchophorus ferrugineus
알락하늘소 발견
(바구미과 일종) 발견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탈리아에서는 Rhynchophorus ferrugineus(바
구미과 일종)에 대해서“동 해충은 존재하며,
Campania, Lazio, Toscana와 Sicilia에서 몇
번 발생하였고, 현재 공식적인 규제 하에 있다.”
고 보고함.
- 이탈리아 NPPO는 최근 EPPO 사무국에 이
탈 리 아 의 Lazio에 Rhynchophorus
ferrugineus(바구미과 일종-EPPO A2 list)
의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였음.
- 동 해충은 Roma의 몇몇 개인 정원 뿐만 아니
라 Latina주의 몇몇 지방자치체의 장식용 야
자수에서 발견됨.
- 박멸 조치는 Lazio 지역에서 취해졌음.

○
‘07년 2월 28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유리
알락하늘소, Asian Long-Horned Beetle
(ALBH: Anoplophora glabripennis) 규제지역
예찰조사 중 동 해충을 토론토에서 발견함.
- 발견된 지역은 Finch Avenue West와
Weston Road의 주거지와 공장 지역 인근인 임.
- 현재 약 800주 정도의 기주식물이 제거 될 것
이며, 인근 묘목장의 예찰이 종료된 후 추가
로 제거되어야 할 묘목장의 기주식물 수가 결
정 될 것임.
- 제거 통보를 받은 후, 발견지역 반경 400미터
이내의 감염식물 및 묘목장 주위의 10미터 이
내의 단풍나무, 버드나무, 포프라, 느릅나무,
자작나무 등을 포함한 기주식물이 제거 될 것임.
- 기주식물 제거가 동 해충 박멸을 위한 가장 좋
은 방법임.
-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의 허가 없이는 규제
지역 밖으로 동 해충의 기주식물(묘목, 나무, 잎,
원목, 우드칩, 바크 등)의 반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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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의 제라륨에서
Eggplant mottled crinkle
virus 의 첫 발견 보고
주요내용
○ 제라륨은 이전에 Eggplant mottled crinkle
virus(EMCV)의 자연 기주로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 병원균이 감염된 것에 대
한 첫 보고이고, 이란에서 동 병원균의 첫 발견
보고임.
- 2006년 9월, 이란 쉬라즈의 상업용 온실을 조
사하는 동안, 원형 반점과 위황색 반점이 제
라륨(Pelargonium hortorum)의 잎에서 관
찰됨.
- 동 병의 병징은 어린 잎에 작은 위황색 반점으
로 나타났으며, 그것에 확산되었고, 잎이 자
랐을 때 원형 반점과 괴저성 반점으로 변하여
나타났음.
- GenBank database를 조사한 결과, 쉬라즈
의 제라륨식물에 원형 반점과 위황색 반점을
유도한 tombusvirus는 EMCV의 strain이라
는 것을 발견함.

5. 오스트리아에서 Pepino
mosaic virus의 첫 발견 보고
주요내용
○ EPPO는 오스트리아의 Pepino mosaic virus에
대해서“동 병원균은 단지 몇몇 토마토 생산 기업
에만 존재하며, 박멸조치 하에 있다.”
고 보고함.

- 오스트리아 식물 보호국은 최근 EPPO 사무
국 에 오 스 트 리 아 에 Pepino mosaic
virus(PepMV - EPPO Alert List)의 첫 발
견에 대해 알렸음.
- PepMV는 2006년에 실시된 EU의 공식적인
모니터링 기간동안 토마토 열매와 식물에서
모두 발견되었음.
- 또한, PepMV는 Vienna, Oberostereich,
Steiermark에서 과일을 생산하는 단지 몇몇
기업에서만 발견되었음.

6. 터키, Mediterranean
지역 Adana와 Icel 근처
에서 자두곰보병
(Plum pox virus) 발견
주요내용
○ EPPO는 터키에서 자두곰보병에 대해서“동 병
원균은 Maramara지역, Mediterranean지역과
Anatolia 중앙에 위치한 Ankara 근처에 제한적
으로 발생한다.”
고 보고함.
- 2005년과 2006년 동안, 터키 Mediterranean
지역의 Adana와 Mersin 근처 몇몇 과수원에
서 자두곰보병과 유사한 병징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음.
- 다른 나무에서 임의로 채취한 샘플에 대해
DAS-ELIS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그루 나무
의 샘플에서 자두곰보병(PPV - EPPO A2
List)이 발견되었으며, PCR과 RFLP의 추가 실
험 결과 PPV-M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동 발
견은 이 지역에서 자두곰보병의 첫 발견 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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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조사연구사업

수출·입식물재배지에서
발생하는굴파리과해충조사
1. 연구배경
가. 외국에서 침입한 굴파리과 해충인 아메리카잎굴
파리가 국내 침입하여 피해를 주었고, 최근
Liriomyza huidobrensis가 오이, 멜론, 토마
토, 거베라, 국화 등의 채소·화훼 작물에서 피
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현재 국내에 침입 우려가 있는 굴파리류는
Liriomyza sativae 등 15종이 관리급 검역해충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국내 작물
재배지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굴파리류 종
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국내 수출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굴파리에 관한 분류동정 자료집을 작성하여, 검
역관이 예찰 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2. 목

표

가. 수출입 식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굴파리과 분
류동정
나. 검역현장에서 검색 동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해
검색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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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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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가. 연구재료
○ 조사대상 해충: 굴파리과(Agromyziidae)
○ 조사대상 및 조사장소
- 수출식물 재배지 굴파리류 조사
· 수출검역 대상 작물 재배지에서 직접
조사 시
· 국내 발생 기록 문헌 조사
· 외국전문가와 교류 (문헌 정보)
- 수입식물 재배지 굴파리류 조사
· 국내 수입된 기주 식물 중심 : 국화,
거베라 등 화훼 및 채소류
○ 조사시기: 년 중 (2월-10월)

나. 방법
1) 굴파리류 표본 수집
○ 수출검사 및 예찰 시 굴파리 표본 채집
- 각 지소와 공동으로 조사
- 작물별, 시기별 발생 상황 기록
○ 채집된 표본은 70% 에탄올에 액침,
일부 성충은 건조표본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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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을 위한 슬라이드표본제작
(수컷 생식기 중심으로 분류)

○ 조사시기: 년 중 (2월-10월)

나. 굴파리류 표본 수집

2) 문헌조사
○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정보 수집
○ 외국전문가 일본의 Sasakawa,
영국의 Henshaw
- 리프린트 및 동정관련 문헌 수집

3) 분류동정
○ 문헌과 표본 연구를 통한 이명 정리 및
형태적 특징 기술
○ 검색표 및 기재문을 수집하여 표본
분류동정
○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에게 동정 의뢰

4) 종 검색표 작성
○ 채집된 굴파리류와 검역상 주요 해충
종에 대한 도해 검색표 제작

4. 결 과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해충: 굴파리과(Agromyziidae)
○ 조사대상 및 조사장소
- 수출식물 재배지 굴파리류 조사
· 수출검역 대상 작물재배지에서 직접
조사 시
· 국내 발생기록 문헌 조사
· 외국전문가와 교류 (문헌정보)
- 수입식물재배지 굴파리류 조사
· 국내 수입된 기주식물 중심 : 국화,
거베라 등 화훼 및 채소류

○ 수출 검사 및 예찰 시 굴파리 표본 채집
- 각 지소와 공동으로 조사 : 9개 시도
34개 시군구 85개 지역
- 작물별, 시기별 발생상황 기록
·가지, 거베라, 국화, 아욱, 안개초, 오이,
완두, 유채, 치커리, 콩, 토마토, 파,
호박 등 13개 작물에서 굴파리 발생 확인
○ 채집된 표본은 70% 에탄올에 액침, 일부
성충은 건조표본으로 보관
- 액침 : 70 바이알
- 건조표본 : 1000여점

다. 문헌입수
○ 국내 굴파리 분류 관련 논문 : 8편
- Ku, D.S., G.M. Kwon and G.S. Lee.
1998. Taxonomic notes on the
Liriomyza Mik(Diptera: Agromyzidae)
in Korea. Entom. Res. Bull. 24: 1-16.
외 7편
○ 외국 논문 : 30편
- Sasakawa, M. 1961. a Study of the
apanese Agromyzidae (Diptera). Part 2.
Pacific Insects 3(2-3): 307-472. 외 29편
- CD-Rom database: Dempewolf, D.,
2006. Agromyzidae of the world.
Arthropods
of Economic Importance. World
Biodiversity Database CD-Rom series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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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굴파리류 조사 결과
○ 굴파리 발생조사
- 굴파리 월동 실태 조사
· 월동 실태 조사 : 조사 장소에서 굴파리 채집 못함.
· 굴파리 발생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매우 작은 밀도로 생존 확인
○ 굴파리 동정 결과
- 국내 굴파리 기록 종수 (문헌 리뷰) : 7속 32종
- 조사 작물에서 굴파리과 해충 3속 6종 확인
① Chromatomyia horticola Goureau, 1851 완두굴파리
② Cerodontha denticornis Panzer, 1806
③ Liriomyza bryoniae (Kaltenbach, 1858) 오이잎굴파리
④ Liriomyza chinensis (Kato, 1949) 파잎굴파리
⑤ Liriomyza huidobrensis (Blanchaed, 1926) 채소잎굴파리
⑥ Liriomyza trifolii (Burgess, 1880) 아메리카잎굴파리
○ 종별 발견 지역 및 기주 식물

표1. 온실 작물별 굴파리류의 발견지역,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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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 검색표 작성
○ 조사작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2속 5종에 대한 도해검색표 작성

국내 온실작물에서 발생하는 굴파리 해충 검색표
1. 가슴과 복부가 어두운색이며, 노란색 무늬가 거의 없다 (그림 a). 유충은 식물에 붙어서 번데기를 만든다
------------------------------------------------- Chromatomyia horticola
-. 가슴과 복부에 노란색 무늬가 많이 있다 (그림 b). 유충은 식물체에서 떨어져서 번데기를 만든다.
------------------------------------------------------------------ 2

그림 a Chromatomyia horticola

그림 b Liriomyza sp.

2. 소순판은 전체가 검은색이다. 더듬이 3번째마디의 위부분 끝쪽에 이 모양의 돌기가 있다 (그림 a). 주로
파와 양파에서 발견된다 -------------------------------------Liriomyza chinensis
-. 소순판은 노란색 무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b). 더듬이 3번째마디는 원형이다. 기주가 위와
같지 않다 --------------------------------------------------------- 3

그림a L. chinensis

그림 b L. bry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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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슴 옆판의 검은색 무늬가 매우 크다 (그림 a). 다리의 퇴절은 어두운색이다. 두정의 자모 vte와 vti가
모두 흑색위에 있다. ------------------------------------ Liriomyza huidobrensis
-. 가슴 옆판의 검은색 무늬가 작다 (그림 b). 다리의 퇴절은 황색이다. 두정의 자모 vte와 vti가 모두
흑색 위에 있지 않다. -------------------------------------------------- 4

그림a L. huidobrensis

그림 b L. trifolii

4. 가슴 옆판의 검은색 무늬가 매우 작다 (그림 a). 두정의 vte와 vti가 모두 황색 위에 있다. 시맥의 CuA1에
서 셀이 매우 크다. ---------------------------------------- Liriomyza bryoniae
-. 가슴 옆판의 검은색 무늬가 매우 작다 (그림 b). 두정의 vte와 vti가 모두 황색 위에 있거나, vte사
흑색 위에 있다. 시맥의 CuA1에서 셀이 크지 않다. --------------------Liriomyza trifo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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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a L. bryoniae

그림b L. trifolii

그림c L. bryoniae

그림d L. trifo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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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역상 주요 해충 종에 대한 영상자료
○ 검역 관련 굴파리류 목록 검토 (PIS)
- 10속 24종의 목록 중 2종 코드 중복 확인
- 국내미분포 검역해충 중 12종에 대한 영상
동정 자료 확보(노란색)

① Agromyza parvicornis Loew, 1869
○ 영명 : Corn blotch leafminer
○ 특징 : 날개 길이 2.5-3.1mm, 더듬이는 연하
고 가운데 가슴등판은 광택있는 흑색
이며 Costa는 M1+2맥까지 이어진다.
수컷생식기는 그림 참조
○ 생태 : 잎에 굴을 만들며, 특히 어린잎을 선호
한다.
○ 기주 : 옥수수, Panicum miliaceum L. 그밖
에 외떡잎 초본류
○ 분포 : 북미의 미국, 캐나다

○ 기주 : 주요 기주는 국화과이며, Pisum 속에
서도 발견된다. Sonchus와 Lactuca
속에서 자란 굴파리가 Pisum으로 기주
를 잘 옮겨간다. 국화과: Cynara
scolymus L. (artichoke), Lactuca
sativa (lettuce), Cichorium endivia
L. Chrysanthemum 과 Gerbera.의
원예품종. 콩과: 완두 Pisum sativum
L. 미나리과: 당근 Daucus carota L.
○ 분포 : 유럽, 북미의 카나다, 미국 (주로 캘리
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메사츄세츠),
호주, 뉴질랜드.서부유럽이 중심지이
며, 다른 지역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침
입되었다.

③ Hexomyza simplex (Loew, 1869)
○ 이명 : Ophiomyia simplex (Loew, 1869)
○ 영명 : Asparagus fly

② Chromatomyia syngenesiae Hardy,
1849
○ 영명 : chrysanthemum leafminer
○ 특징 : 날개 길이 2.2-2.6mm, 완두굴파리와
매우 유사하다. 더듬이 의 아리스타는
점진적으로 좁아진다. 머리는 등면보
다 좀 더 밝다. 생식기를 확인해야 종
을 확인할 수 있다.
○ 생태 : 잎의 양면에 산란하지만 위쪽을 선호한
다. 특히 아래 쪽의 그늘진 곳에 위치한
곳에 산란한다. 알에서 4~6일 이면 부
화하며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충까
지는 16~31일 정도가 소요된다.

○ 특징 : 날개 길이 2.2~3mm, 몸은 검은색이
며 가는 털을 가지고 광택이 있다. 생
식기는 Hexomyza, Ophiomyia,
Melanagromyza속의 종들과 좀 특징
적이다.
○ 생태 : 아스파라거스의 줄기와 뿌리에 굴을
만드는 유일한 굴파리이다. 비슷한 증
상을 보이는 종류로 과실파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몸이 훨씬 크다. 알은
흙속이나 표면근처의 줄기 기부에 알을
낳는다. 부화 후 유충은 줄기 속에서
약 30cm정도 위로 올라갔다 돌아서
아래로 굴을 파면서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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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 : 아스파라거스

○ 영명 : onion leafminer

○ 분포 : 서부 유럽, 미국

○ 특징 : 날개 길이 1.6~2.5mm, 더듬이 셋째
마디는 각이 졌다. Anepisternum은
적은 센털이 있고,Kataepisternum은
뒷가장자리에 2개 센털이 있다.

④ Liriomyza brassicae (Riley, 1884)
○ 영명 : Cabbage leafminer
○ 특징 : 날개 길이 1.25~1.73mm, 가운데 가
슴등판은 광택이 있다. 이마는 노란색
이며 가장자리는 어두운 색이다. 눈의
뒷가장자리는 어두운색이며, 보통 두
두정자모주위가 검은색이다. 생식기로
다른 Liriomyza 속의 경제적 중요종
과 비교해봐야 한다.
○ 생태 : 유충은 잎의 윗면과 아랫면 모두에서 굴
을 만든다. 용화는 흙속에서 이루어진
다. 유충은 산란 후 3일째에 부화하며,
유충 발육에는 6.6~7.3일이 소요된다.
번데기 기간은 8.2~10.15일 걸린다.
유럽에서는 2세대를 경과한다.
○ 기주 : Brassica, Cheiranthus, Nasturtium,
Raphanus, Sinapis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십자화과 식물, 풍접초과
Capparaceae, 콩과 Pisum 외 원예식
물 Tropaeolum (한련과) and Dahlia
rosea (국화과)
○ 분포 : 범세계적

⑤ Liriomyza cepae (Hering, 1927)
○ 이명 : Phytobia cepae : Frankenhuyzen,
1977
Dizigomyza cepae Hering,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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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 유충은 두꺼운 잎만 아니라 양파 자체
의 겉층에도 침입한다. 그러나 피해는
심하지 않다. l년에 2세대 경과하며,
성충과 유충은 10월에도 찾아볼 수 있다.
○ 기주 : 양파 Allium cepa L. 다른 Allium 속
종에도 아마 가해할 것임.
○ 분포 :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
인, 아마도 유럽전역에 분포할 것임.

⑥ Liriomyza sativae Blanchard,
1938
○ 이명 : Liriomyza pullata n. sp. Frick,
1952
Liriomyza canomarginis n. sp.
Frick, 1952
Liriomyza minutiseta n. sp. Frick,
1952
Liriomyza munda n. sp. Frick,
1957
Liriomyza guytona n. sp.
Freeman, 1958
○ 영명 : American Leafminer
Chrysanthemum miner
Vegetable leaf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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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날개 길이 1.3~1.7mm, 경절은 밝은
갈색, 퇴절보다 약간 더 어둡다. 바깥
쪽 Vto 센털은 어두운 곳에 있고, Vti
를 포위하고 있거나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어두운 곳에 있다. 수컷 생식기는
surstyli는 약간 넓고 짧다. 1개 끝쪽
가시가 있고 몇 개의 끝털이 있다.
distiphallus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하
게 연하며 두개의 tublue을 볼수 있다.
○ 생태 : 알에서 번데기까지 12일에서 55
일까지 다양하며 온도에 따라 다르다.
성충의 평균 수명은 17.3일에서 6.5일
이다.
○ 기주 : 오이과 Cucurbitaceae: Cucumis
melo L. (cantaloupe), C. sativus L.
(cucumber), Cucurbita pepo L.
(squash), C. moschata (butternut);
대극과 Euphorbiaceae: Ricinus
communis (castor); 콩과 Fabaceae:
Cajanus cajan (L.) Mill sp. (pigeon
pea), Lupinus sp., Medicago
sativa L. (alfalfa), Melilotus alba
Desr., Phaseolus lunatus L. (lima
bean), Ph. vulgaris, Vigna luteola
(= repens), Vigna unguiculata ssp.
sinensis. 가 지 과 Solanaceae:
Capsicum annuum L. (pepper),
Lycopersiconesculentum L.
(tomato), Solanum melongena L.
(egg-plant), Solanum tuberosum
L. (potato). 십자화과 Brassicaceae:
Brassica spp. 아욱과 Malvaceae:
Gossypium (cotton).

○ 분포 : 남미 :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주엘라,
중미 : 괌, 타히티, 코스타리카, 미국,
아시아 : 중국 일본, 러시아, 투르크메
니아, 터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⑦ Melanagromyza obtusa
(Malloch, 1909)
○ 영명 : Pigeonpea podfly Tur podfly
○ 특징 : 날개 길이 2.4~2.8mm, 아리스타는
길고 분명하게 긴 털이 있다. 끝쪽의
frontorbital 털은 아래로 휘었다. 홑
눈의 삼각형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수 컷 생 식 기 는 Hypandrium과
aedeagal apodeme은 길다.
○ 생태 : 줄기에서 섭식하지는 않지만 기
주식물의 씨앗을 먹는다. 알은 꼬투리
에 낳으며, 섭식하면서 구멍이 생긴다.
하나 또는 여러개 알을 하나의 꼬투리
에 낳는다. 한 마리의 암컷은 70개까지
알을 낳지만 평균 33개이다. 꼬투리가
녹색일 때 알을 낳으며, 적당한 것이
없으면 유충사망률이 높아지는 오래된
꼬투리에도 낳는다. 고온에서 (29~34
℃) 알, 유충, 번데기시기는 약 2~3일,
5.3일, 8일이 걸린다. 한 세대는 17일
정도로 짧아질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는 상당히 지연되어 약 20℃에서 두달
정도 소요된다.
○ 기주 : 콩과 Fabaceae: Atylosia cajanifolia,
Atylosia platycarpa, Atylosia
volubilis,Cajanus cajan (pigeon pea,
red gram), Dubaria sp. Flemingia
sp. Flemingia congesta, Mogh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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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hylla, Rhynchosia aurea,
Rhynchosia bracteata,Rhynchosia
minima, Rhynchosia rothii,
Rhynchosia suaveolens, Tephrosia
purpurea, Tephrosia sp., Vigna
radiata (mung bean, green gram),
Vigna unguiculata (cowpea). 특히
pigeon pea가 가장 중요한 기주

○ 기주 : 상추가 Lactuca sativa (lettuce) 주요
기주이며, 플로리다에서 다음과 같은
속의 원예식물에서 발생이 기록됨.
Baccharis, Bidens, Chrysanthemum,
Erechitites, Emilia, Eupatorium,
Gnaphalium, Gaillardia, Helianthus,
Melanthera, Senecio, Sonchus,
Tagetes (Stegmaier, 1967).

○ 분포 : 구북구 동쪽, 동양구 지역: 방글라데
시, 버어마,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태국. 케냐 외 아프리카 국가

○ 분포 : 남미, 북미 (플로리다에서 뉴욕, 하와이),
절화류를 통해 유럽에 침입되기도 함

⑨ Ophiomyia phaseoli (Tryon, 1888)
⑧ Nemorimyza maculosa
(Malloch, 1913)
○ 이명 : Phytobia (Amauromyza) maculosa
Malloch, 1913
Amauromyza maculosa (Malloch,
1913)
*최근 Amauromyza 속에서
Nemorimyza 속으로 변경되었다.
○ 특징 : 날개 길이 2.3~2.5mm, 이마와
lunule는 검은색이다. prescutellar
bristle이 있다. frontorbital bristle
중 안쪽으로 흰 두개는 다른 것보다 짧다.
수컷 생식기는 Hypandrium은 짧고
짧은 apodeme을 가진다. Ejaculatory
apodeme은 비대칭형이다. Epandrium
은 길고 긴 털로 규칙적으로 덮여있다.
○ 생태 : 유충은 잎에 커다란 반점형의 굴을 만
들며,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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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 : Melanagromyza phaseoli changed
by Spencer, 1973
Melanagromyza simili Spencer,
1959
○ 영명 : Bean fly (USA, ESA)
Bean miner
Bean stem maggot
Bean stem miner
French bean fly
Katjang fly
Legume root miner
Pea stem borer
Pea stem fly
Pea stemborer
Snapbean fly
Soybean miner
Stemborer
○ 특징 : 날개 길이 1.8~2.2mm, 수컷은
vibrissal fasciculus가 소실되었다.
몸은 어두운색이며 가는 털을 가지고
있다. 가운데 가슴등판과 복부 등판은
선명한 광택이 있다. 이마는 어둡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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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표본에서는 이마와 뺨은 밝은 갈
색이며 매우 가는 어두운 치상돌기가
있다. 수컷 생식에서 Hypandriumdms
짧고 중간 정도 두께이다. hypandreal
apodeme은 짧고 넓다. Ejaculatory
apodeme은 길고 대개 좁다.
Epandrium은 짧고 그 끝은 약간 넓
고 긴 털로 덮여 있다.
○ 생태 : 알은 주로 잎에 낳으며, 줄기에는 낳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과 유충
발육기는 보통 9~14일 걸리며, 낮은
온도에서 심하게 지연된다. 용 기간은
3~20일로 다양하다. 알의 수는 암컷
의 수명과 산란력에 관련되며, 평균
100~200개를 낳는다.
○ 기주 : 주요 기주는 Snapbean (Phaseolus
vulgaris), 땅콩 Soybean (Glycine
max), 동 부 Cowpea (Vigna
unguiculata), Mungbean (Vigna
radiata), Blackgram (Vignamungo),
garden pea (Pisum sativum) 이다. 다
음과 같은 식물에 가해하는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Cajanus cajan, Crotalaria
juncea, C. laburnifolia, C.
mucronata, Cyamopsis psoraloides,
Dolichos auxillaris, Glycine max,
Lablab purpureus, Macrotyloma
axillare, Medicago sativa,
Macroptilium lathyroides, Mucuna
derringiana, M. pruriensis,
Phaseolus austropurpureus, Ph.
coccineus, Ph. lathyroides, Ph.
lunatus, Ph. panduratus, Ph.
semierectus, Ph. vulgaris, Pisum
arvense, P. phaseolus, P. sativum,
Psophocarpus tetragonolobus,

Solanum
nigrum,
Vigna
aconitifolia, V. angularis, V.
hosei, V. marina, V. mungo, V.
radiata, V. luteola, V. trilobata, V.
umbellata, V. unguiculata (ssp.
sesquipedalis, ssp. unguiculata).
○ 분포 : 아시아(인도,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호주, 하와이, 아프리카(말
라위, 에치오피아, 케냐)

⑩ Phytomyza ilicis Curtis, 1846
○ 영명 : Holly fly
Holly leafminer
○ 특징 : 날개 길이 2.8~3.3mm, 미주대륙의
Phytomyza ilicicola와 유사하지만
더 크다. 가운데 가슴등판은 덜 빽빽하
게 털이 나있다. 수컷 생식기의
aedeagus는 Phytomyza ilicicola와
비슷하다.
○ 생태 : 봄에 새로운 부드러운 잎에 산란한다.
초가을에 어린 유충은 잎 끝을 향해 엽
맥 속에서 천천히 굴을 판다. 주로 유
충은 겨울에 발생한다. 엽육으로 진입
한 후에 불규칙한 무늬를 굴을 만든다.
이듬해 1월부터 대개 노숙유충이 되며
굴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굴은 주로 위
쪽에 만들며 번데기는 위와 아래에서
모두 발견된다. 실제 용기간은 다양하
며 환경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 기주 : 양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European holly).
○ 분포 : 유럽 원산, 미국(오레곤, 워싱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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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Phytomyza ilicicola Loew, 1872
○ 영명 : Native holly leafminer (USA)
○ 특징 : 날개 길이 1.6~2.3mm, orbit는 안쪽
가장자리만 노란색이다. 가운데 가슴
등판은 은빛 획색의 털이 있다.
notopleuron은 넓게 어두운색이다.
둘째 costal section은 상대적으로 길
어 4번째것의 2.5~3배이다. 다리는 기
부쪽은 어두운색이고 경절은 퇴절보다
밝고 보통 갈색이다. 적어도 앞다리의
무릎부분은 노란색이다. Phytomyza
ilicis와 유사하지만 더 작고 특히 머리
는 더 어둡다.
○ 생태 : 봄에 새로운 부드러운 잎에 산란한다.
여름동안 어린 유충이 매우 천천히 좁
은 선현 굴을 만든다. 주로 섭식하는
시기는 겨울철이다. 잎의 굴속에서 용
화한다. 대개 초가을에 어린 유충은 잎
끝을 향해 엽맥 속에서 천천히 굴을 판
다. 주로 유충은 겨울에 발생한다. 엽
육에 산란한다. 여름동안에는 천천히
섭식하며 겨울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1
년에 1세대를 경과한다.
○ 기주 : 양호랑가시나무 Ilex opaca, 때로는 I.
cumulicola, 양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European holly)
○ 분포 : 미국 (코네티컷, 콜롬비아, 메사츄세
츠,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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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Pseudonapomyza spicata
(Malloch, 1914)
○ 영명 : Maize leaf miner
○ 특징 : Pseudonapomyza spinosa와 매우
비슷하며 수컷 생식기로 구별할 수 있다.
○ 생태 : 유충과 번데기는 겨우 12~15일 정도
지낸다. 유충은 산란 후 1~3일 후에 나
온다. 3령충은 2~3일만에 발육을 마
치고 땅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성충은
5~11일의 번데기 기간을 지낸 후에 우
화한다. 실험실에서 성충의 사육은
1~3일 사이이다. 이집트의 옥수수에서
초기에는 감염밀도가 낮지만 8월에는
상당히 높아진다. 유충은 좁은 잎굴을,
특히 어린 식물의 잎끝에 만든다.
○ 기주 : 옥수수 Zea mays L. (maize, corn),
밀 Triticum aestivum L. (wheat),
보리 Hordeum vulgare L. (barley),
Panicum miliaceum L. (millet), 사
탕수수 Saccharum officinarum L.
(sugar cane), Sorghum vulgare
(sorghum), Echinochloa colonum
Link. (jungle rice), Panicum crusgalli L. (barnyard grass), Panicum
dactylon L. (Bermuda grass),
Panicum repens L. 기타 야생 초본류
○ 분포 : 태평양 : 괌, 하와이, 보닌, 팔라우,
Iwo Jima, Yap, 마샬제도; 아시아:
이라크, 이스라엘,일본; 아프리카: 이
집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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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

찰

가. 국내 온실 작물 내 굴파리과 해충 발생 상황
(1)국내 온실에서 발생하는 굴파리는 대부분 아메리
카 잎 굴 파 리 인 것 으 로 조 사 되 었 으 며 , L.
huidobrensis는 2004년 최조 조사 시 보다 분포
지점의 수는 줄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
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ntario. pp.674 : 89-124.
6. Papp, L. and B. Daevas, 2000. Contribution
to a Manual of Palaearctic Diptera Vol. 1.
Science Herald, Budapest, 978pp.
7. Suh, S.J. and Y.J. Kwon, 1998a. A taxonomic
review of the genus Liriomyza (Diptera:
Agromyzidae) from Korea. Korean J. Syst.
Zool. 14(4): 311-318.

(2) 관리해충인 L. sativae 유사종은 생식기를 검경
한 결과 아메리카잎굴파리의 변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이 종의 국내분포는 여전히 가능
성이 높으며, 계속되는 예찰이 필요한 종이다.

8. Suh, S.J. and Y.J. Kwon, 1998b.
Classification of the genus Agromyza Fallen
from Korea (Diptera: Agromyzidae). Korean
J. Entomol. 28(4): 295-299.

(3) 국내미분포 검역해충 중 12종에 대한 생식기 자
료를 확보하여 종 동정에 검역현장에서 검출되는
관리해충의 동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Suh, S.J. and Y.J. Kwon, 1998c. Two
unrecorded species of the genus Phytomyza
(Diptera: Agromyzidae) from Korea. Korean
J. Biol. Sci. 2: 415-418.

참고문헌>
1. 구덕서, 이관석, 박규택, 1999. 아메리카잎굴파리
(파리목: 굴파리과)의 수정낭 변이에 관한 보고.
한국곤충학회지 29(4): 291-294.

10. Suh, S.J., 2000. Four unrecorded Species of
the genus Cerodontha Rondani (Diptera:
Agromyzidae) from Korea. Korean J.
Entomol. 30(2): 121-124.

2. 서상재, 1999. 꽃파리과 및 굴파리과의 분류동정.
농업과학기술원. 90쪽: 67-90.
3. 최형태, 1996. 한국산 줄굴파리아과의 분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52쪽, 도판 11쪽.
4. Iwasaki, Akeo, Ren Iwazumi and Shun'ichiro,
2004. A newly recorded pest, Liriomyza
huidobrensis (Blanchard) in Japan. Plant
Protection 58 (1) : 13-19.
5. McAlpine, J.F., 1981. Key to Families-Adults
in Manual of Nearctic Diptera Vol. 1.
Biosystematic Research Institute, Ottawa,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43

10 기고ㅣ태국산 망고 현지검역 후기

10 기 고

태국산 망고 현지검역 후기
약 3개월의 현지검역을 마치고 나서 떠오르는

영남지소 검역1과
하 현 국
hyunkook@npqs.go.kr

조각 같은 우리나라가 보였을 뿐이었다.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시간은 정말 빠

약 5시간의 비행 끝에 저녁 9시쯤 태국 수완나품 공

르다. 둘째, 세상 어디를 데려다 놓게 되더라도 살

항에 도착했다(태국과 한국의 2시간 차이가 난다).

아남을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 셋째, 내가 만

미리 나와 있던 태국검역관과 수출자들이 웃는 얼

나보지 못한 사람,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편견

굴로 마중을 나왔다. 어설픈 영어로 간단히 나의 소

을 버려야 한다. 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
라를 대표하여 검역관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방
문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회였고 영광이
었다고 생각된다.

개를 하니 현지인들이 의외의 밝은 얼굴로 나를 맞
이하였다. 태국에서 맞는 그들의 첫 느낌은“참 인
상이 좋다”
라는 느낌이었다. 이후 숙소로 가는 길에
서 그들은 나의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 했고,

모든 사람들의 출발처럼 나의 현지검역 출발은 설
레임과 기대로 시작되진 않았던 것 같다. 그저 멍한
기분으로‘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과‘지
금의 현실이 혹시 꿈은 아닐까?’
라는 착각 속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내 몸이 붕
하고 하늘로 치솟는가 싶더니 이내 창밖으로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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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그제서야 내가 태국에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통하지 않으니 되든

내가 느낀 태국은

안되든 어설픈 영어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주에

완전히 불교의 나

대한 생각과, 과연 내가 이전의 검역관들이 해왔던

라이다. 거의 모든

것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국인의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해도

다음날 아침, 업무협의를 시작하여 나의 현지검역

과언이 아닐 정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보지 못한 증열

다. 그래서 그런지

처리업무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나로서는 무엇이든

방콕의 모든 거리

지 물어봐야했고, 나보다 보름정도 먼저 와있던 일

태국 전통상인

는 개(?)판이다. 어

본검역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나서야 어느

딜 가든지 개를 볼 수 있다. 살찌고 퉁퉁한 개가 이

정도 증열처리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곳저곳에서 자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개처럼 팔팔
하지 않고 전부 늘어져 있었다. 개처럼 또 흔하고

약간의 혼란과 약간의 바보스러움을 겪으면서 난

많은 것이 코끼리와 원숭이다. 이곳저곳에서 마주

점점 태국에 온 한국검역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치는 원숭이는 여행객의 음식을 마구 빼앗아가서

이다. 이후 나는 많은 태국검역관과 태국 수출업체

자기 것처럼 먹어댄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가 활

직원들을 만나야 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보를 하고 원숭이가 활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여행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우리나라의

객이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후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한 관심과 호의로 인해
태국사람이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

태국의 관광수입은 연간 GDP의 약 10%를 차지할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국 곳곳에 붙여

정도로 관광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태국의 관광

져 있던 우리나라 인기가수의 공연 포스터, 그리고

국 순위는 21위로 우리나라의 31위보다 무려 10위

인기연예인의 사진들의 덕을 내가 보게 된 것이었

나 더 높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나 세계 여러 인

다. 나는 그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인

종을 만날 수 있었다. 타국에서 만난 타국인들은 서

임을 나름 기분 좋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로 타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더 친해질 수 있는 끈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45

10 기고ㅣ태국산 망고 현지검역 후기

이 되는지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검역관과 일본 검

음으로써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역관은 태국검역관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며 많

귀국하여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과연 내

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지루한 생활을 잠시나마

가 93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태국에 과연 다녀오긴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부지불식간에
흘러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곳 영남지

태국의 망고는 필리핀의 망고에 비해 고가로 수출

소 검역1과에 앉아서 오늘도 오렌지 검사를 다녀왔

되고 있었다. 증열 처리된 모든 망고는 비행기로 수

다. 자~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파이팅

출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약 60~70%증가된 수량이

하자. 파이팅!!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태국정부는 정책적으로 망고
수출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증열처리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망고뿐만 아니라 망고스틴
파프리카 등의 과채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실
험을 하고 있었다. 태국검역소 내에 실험용 소형증
열처리기를 설치하고 거의 매일 실험을 하고 있었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모든 증열처리
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 전문가였으며 심지어 현재
의 우리나라 규정상에 명기된 센서의 위치에 대해
서도 의아해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지검역업무는‘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라는 생각보다는‘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자료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증열처리에 대한 사전지식
이 부족한 나로서는 처음에 약간 어리둥절함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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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과수원 (과실에 봉지 씌우기가 되어 있음)

10 기고ㅣ미국산 미탈각 호두 현지검사 후기

미국산 미탈각호두
현지검사후기
따스한 캘리포니아를 기대하며 샌프란시스코 공항
에 내린 순간, 예기치 못한 추위(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유래 없는 캘리포니아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오렌지의 작황이 최악인 해였다.)에 조금은 당황해
하는 나를 미국호두협회 Lindsay부부가 게이트에
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구나!”느낄 찰나도 없이
나는 Lindsay 부부차에 타고 첫 번째 미탈각호두
생산회사인 마리아니회사 근처 Davis(캘리포니아
의 행정도시인 Sacramento와 30분 거리)의 숙소
로 향하고 있었다.
나를 어제 만난 사람처럼 캘리포니아의 갑작스런
한파이야기, 부부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는
Lindsay부부의 다정함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어느새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금문교>

국제검역협력과
김 도 남
dongan75@npqs.go.kr

하루의 휴식 후, 미탈각호두 검사를 위해 마리아니
회사를 방문한 첫날, 회사 앞마당에 있는 붉은색의
진공 훈증상이 첫눈에 들어왔다. 이미 미탈각 호두
를 넣은 p.p bag이 목재 파레트 위에 차곡차곡 정
렬되어 진공훈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니회사는 진공훈증상이 하나이고, 주로 가족
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터라 직원들도 모두 다정
하게 일하는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검사를 하게 될 Yolo county
의 미검역관 Amy Delbondio를 만났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짧은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50이 넘은 미 검역관의 모습이 다소 생소해보였다.

< 센프란시스코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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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생소함도 잠시 함께 5일간의 미탈각 호
두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여러 가지 인간적
인 면모에 반해 버렸다.
미탈각호두는 훈증 전 온도와 압력 체크, 일정한
압력 조건이 되면 MB를 투약하고, 농도 확인 후 2
시간 후의 개방, 다음날 수출검사를 거치게 된다.
보통 아침 일찍 소독을 걸어둔 후 간단한 아침 식사
를 한 후, 훈증 확인을 하게 되는데, 미국식 간단한
아침식사(미국인에게는 간단,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양)동안 한국 음식을 유달리 좋아하는 Amy 덕분에
한국 요리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
다.(귀국 후 잡채를 해서 먹었다는 Amy의 이메일
을 받았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나를 pick-up 해 주고(미국에
서 자동차는 필수), 마리아니회사를 마치고
Stockton의 다이아몬드사로 옮길 때도, 그리고 한
국에 도착 할 때까지 전화로 가는 곳마다 늘 챙겨주
고, 입에도 맞지 않는 한국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
어주고, 거기다 직접 재배한 올리브 오일까지 챙겨
준 Amy.... 늘 열심히 살고, 관대하고, 다정한 그녀
의 미소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나라는 생각이 드니, 다정한 Amy가 그리워졌다.
하지만, 이런 오해도 잠시 어느새 아버지처럼“DoNam”(처음엔 다들 나를“miss. Kim”
이라고 부르
길래, 한국에는 몇 십만 명의 미스김이 있고, 내 이
름은 미스김이 아니라 도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
르는 미 검역관 Tom과 Ted 그리고 Fedro 아저씨
까지.... 그들도 어느새 제 2의 Amy처럼 다정해져
있었다.
미국인들은 늘 여유롭고, 자기 자유만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할거라는 내 선입견과 달리 하루 하루를
아주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들을 보면서 이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예정된 18일간의 현지검사가 끝났다.

5일간의 마리아니사에서의 미탈각 호두 검사를 마
치고, Stockton에 있는 다이아몬드사로 옮겨서 남
은 일정동안을 머무르게 되었다.
다이아몬드사는 마리아니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규모도 크고, 훈증상이 2개나 되어서 오전과 오후
에 쉴새 없이 훈증을 계속해야 했다.
거기다 사람들도 마리아니에서처럼 다정하지 않은
듯해서, 역시 미국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정이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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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
국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전 마지막으로
final meeting을 가졌다.
그동안 그렇게 무뚝뚝했던 흰수염의 미검역관 Tom
이 나를 부르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포장한 뭔
가를 꺼내더니,“Don't forget me, Do-nam”
이라
고 말하며 대형 호두목각장식품을 건내 주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겠지라고 말하던
Tom...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동안 한국으로 가는 설레임
보다는 미국에서의 17일간의 생활이 하나하나 캘리
포니아의 무수한 valley사이로 지나갔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만 머
물러서 사실 미국 구경이라고 제대로 해보지 못했
지만, 내가 만난 아름다운 미국인과 함께 생활한 것
만으로 나는 어느새 나도 그들처럼 더 열심히, 더
관대해져야겠다고 느낀 행복한 미국 생활이었다.
그네만 타다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나면, 다시 그네
를 탔을 때 롤러코스트보다 재미없고, 롤러코스트
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18일간의 미탈각호두 현지검사는 내게 잊지 못할
롤러코스트였다.
다음번 롤로코스트를 탈 때는 지금 보다 더 멋지게
잘 탈 수 있게 이전에 탔던 기억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 센프란시스코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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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축제(진해 군항제)

1. 군항제 유래 및 취지
군항제는 진해시가지 전역이 벚꽃에 묻히는 초봄
펼쳐지는 진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1952년
4월 13일, 우리나라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북원로터리에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하여 온
것이 그 유래이다. 196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45
회째 맞게 된 군항제는 충무공의 숭고한 구국의 얼
을 추모하면서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국제 군악·
의장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 관람행사, 팔도풍물
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봄의
축제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전국 규
모의 축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2. 진해 벚꽃의 유래
진해의 벚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후 진해
에 군항을 건설하면서 도시 미화용으로 심기 시작
했으며 특히 현 공설운동장 서편 약 1만평의 농지에
는 벚나무 단지를 만들어 이를 일명 벚꽃장이라 일
컬어 관광휴식처로 사용해 왔다. 광복 후 시민들은
벚나무를 일본의 국화라 하여 베어내기 시작하였으
나, 시가지의 벚나무가 거의 없어질 무렵인 1962년
식물학자 박만규, 부종휴에 의하여 진해에 가장 많
이 식재되어 있던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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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우리나라 제주도임이 밝혀짐으로서 시민들은 벚
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어 벚꽃진해를
되살리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3. 진해 벚나무 현황
1962년부터 가로수, 공원 등 시내 전역에 걸쳐 대
대적으로 왕벚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 약 34만
본을 식재하여 관리 해오고 있다.
벚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매년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3만본을
식재하고 또 철저한 사후관리로 전국 제일의 벚꽃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0 기고ㅣ봄꽃 축제(진해 군항제)

4. 진해 벚꽃 명소
♣ 장복산 공원
진해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창원에서 마진터널을
통과하여 검문소까지에 이르는 1.5km의 도로양쪽
으로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바
라보는 벚꽃으로 뒤덮힌 시가지와 푸른 진해만의
조화가 일품이다.

♣ 안민도로
창원에서 진해로 넘어오는 관문인 안민도로의
5.6km에 이르는 벚꽃길은 진해의 벚꽃명소 중에서
도 손꼽히는 곳으로 안민도로변에 설치된 데크로드
는 벚꽃길과 어우러져 더욱 봄의 운치를 더한다. 드
라마“로망스”
의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 걷던 길이
바로 이곳이다.

♣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기지사령부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
기지사령부의 벚꽃 길은 평소 보기 힘든 영내 풍경
과 함께 군항제 최대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벚꽃
외에도 실물크기로 제작된 거북선, 해군과 이충무
공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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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기고

기후환경변화와기생성병해충의 突發가능성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전 낙 범
jeonin@yahoo.co.kr

나무는 이 땅의 주인이며 희망이다. 탄생의 신비로
움과 생명의 소중함, 삶의 진리와 무한한 희망, 자
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우고 온 몸으로 느끼
게 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무이
다. 천년만년 푸르름을 자랑할 것 같은 우리 삶의
일부인 나무는 이름만으로도 위협적 존재인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들음병 등으로 점차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현 시점을 우리 고유 토착종들의 수난시
대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과거 감자탄저병, 소나무솔잎혹파리, 활엽수흰불나
방 등 대표적인 외래병해충이 묘목이나 종자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다. 최근에는 소나무의 저승
사자로 불리며 백두대간을 따라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참나무, 시들음병의 유입이 결코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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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떨치는 병해충들이 각지에서 출현하였고, 이
들은 호시탐탐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과 확산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웃나라에서 저돌적인 병해충집단이
발생하면 고유 기주는 이내 감염의 불안을 느껴야
되고 세계화, 지구화에 내맡겨진다. 그 이면에는 보
호무역의 소멸이 있었고 앞으로도 무역장벽의 점진
적 철폐로 농림산물의 대량 유입과 이에 편승한 병
해충의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의 농림자원도 1994년 WTO 출범 이후 상품교역
과 시장경제를 하나로 묶자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에 적응해야만 한다.
2006년 중국 북부지역에서는 구름처럼 몰려든 메
뚜기 떼의 공격으로 무려 366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초토화 되었다. 중국의 산업발달이 환경오염과 산
림황폐화로 이어지고 높은 기온이 유충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를 볼 때 메뚜기떼
의 대량 발생은 기후변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세계적
인 기후·환경관련 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
다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한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량이 감소하지 않는 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기온
이 3℃,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6℃ 이상 상승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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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의 온난화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매년 발생빈도도 높고 오염도가 더 강해진 황사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다. 중국발 황사가 몰고 올 농
림산물의 피해유형은 제대로 밝혀진 바 없으나 병
원균과 해충을 동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중
국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이 모래태풍과 함께 우
리나라로 이동하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면 족하
다. 황은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범으로 토양, 호수
를 소리 없이 오염시키고 농림자원을 枯死시킨다.
미래 지구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작물재배도 과거보다 용이하지 않을 성 싶다. 우
리나라의 환경 및 기상전문가들도 한반도가 아열대
성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고 이미 남부지역은 그 증
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작물기생 병해충은 작물
의 생육여건 및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이상기후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거나 재배환경이
불량한 경우 병해충의 감염기회는 그 만큼 더 많아
지고 피해도 증가한다.
농림자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태풍, 폭우 등 기
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황사, 온
난화 같은 이상기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따라 단 한
번의 발생으로 황폐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생성병
해충에 대한 기원, 돌발적 발생 등 병리적, 생태적
및 농림자원의 재배적 관점을 고려한 돌발 병해충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이에 병해충의 돌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
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한다.

온난화의 북상
온난화는 지구 기후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다. 기상
청에 따르면 90년대의 겨울이 20년대보다 한 달 가

량 짧아졌고 봄과 여름은 길어져 연평균 기온은 지
난 100년 동안 1.5도 높아졌다. IPCC는 앞으로 온
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하여도 지구온도는 과거
100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8도 상승할 것으로 내
다봤다. 기상학자들은 엘리뇨의 영향과 온난화의
덕택으로 남미에서는 홍수와 태풍, 아시아 지역에
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다. 최근 미국, 독일에서도 폭설과 혹한이 몰아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
이 잦다. 이런 자연적 이상기후현상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 현상이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다. 한 사례로 가을에 파종해 봄에 싹이 트는 한
지형 마늘의 주산지인 충남 태안의 육쪽마늘의 경
우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해
가 바뀔 때마다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동하기
전에 싹을 틔우는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이 더 증가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남 통영시가 1997년 가로수로 재식한 야자수는
당시 1m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4m 높이로 생장
하여 기온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이는 남
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증거로 설명이 가능하다. 침엽수종보다 활엽수종의
구성비 또한 과거 30년 전보다 10% 증가하여 아열
대성 산림수종의 증식가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결국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부 지역이 아열대기후로
바뀐 추세라면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권역으로 바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또한 황사의 강도도 예년에 비해 더 심해질 것이라
고 한다. 앞으로 우리농산물의 재배와 생산에 황사
가 몰고 올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곤란하고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황사유입 시점에 주변을
살펴보자. 얼마나 많은 흙먼지로 뒤범벅되어 있는
가. 실로 대단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발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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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성비는 반드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구환경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이다.

농림산물·병해충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식물과 곤충이다. 곤
충의 생태계 변화는 식물의 개화시기와 깊은 상관
관계를 갖는다. 즉 식물의 개화가 곤충의 번식기 및
생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였지만 최근 지구환경의 영
향으로 봄과 겨울이 짧아지고 기온이 상승하여 여
름이 일찍 찾아오면서 계절변화폭이 약해지고 있
다.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 겨울의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병해충의 활동도 그 만
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봄, 여름철 이상고
온은 병해충 번식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폭우, 태
풍 또한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병해충의
전파에 큰 몫을 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이상기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농림산물생산
관련 형질의 이상발현, 작물재배지대의 기후 적응
성 품종과 생산성, 기상재해별 병해충 발생 및 활동
상황 등 기후변화와 농림산물재배·관리에 미치는
농림업생태계의 변동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온현상으로 온대림과 아한대림의 점진적 소멸로
적응성이 약한 저위도지역의 자생식물 감소가 진행
될 경우 이는 산림생물종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지
고, 번식과 受粉공생을 지속해 온 곤충의 감소도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농작물 기생성병해충
은 개체수 증가와 번식을 위하여 오히려 야생보다
는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주요 농림산물에 침입기회
가 잦아지고 결국에는 종의 영구적인 증식에 맞는
생활사 완성을 위해 새로운 기주-기생관계를 확립
하며 상호 밀접한 영양수수관계로 확산될 조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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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은 성장속도
가 빨라지고 생육기간이 단축되면서 더 민감한 반
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충의 알 부화, 번데
기탈피, 우화 등의 생장진행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
다. 해충의 월동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남
부와 중서부,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농작물의 개화
시기가 비슷해지거나 편차가 줄어들 때면 우리나라
전역의 해충 발생시점이 동시화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매개체의 활동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이
는 해충 활동장소의 장거리 이동과 식해가능 잠재
성식물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전체적인 농작물
생육,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의구
심을 갖게 한다.
1845년 감자역병으로 아일랜드 주민 200만 명 이
상이 죽음에 내몰렸던 역사상 가장 비극적사건도
곰팡이의 대발생에 기인한 식량 황폐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의 파종·이앙·
재식 등 작부체계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해충의 월
동 및 전염양식도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
개될 것이다. 이때쯤이면 미생물들은 우리의 병해
충 제어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우선하여 이미 환
경에 정착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저돌적인 병해충이 비록 현재는 잠복되었지만
어느 시점에 크게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의 생태, 환경적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이들에 관한 사전 관리를 계획·수립할 필요는 충
분하다.

전염의 다양화, 신속화
식물에 발생하는 질병은 곰팡이처럼 식물체를 침입
하여 생육초기부터 발육을 정지시키거나 식물체 전
체를 고사시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거나, 우리
가 일상 접하면서 소중함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바람, 물 같은 자연현상과 딱정벌레류 같은 미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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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류가 전염매개체가 되어 바이러스,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이 수동적으로 이동한 결과로 발생되는
간접적 피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지만 벌목, 조림사업 등 주로
야산에서 작업하는 각종 장비와 작업자, 조류, 생산
지에서 대도시의 판매장으로 운반되는 이동 농림산
물과 운송매체 등도 병해충 전파의 최대 변수이자
중요한 매개수단임은 분명하다. 최근 Al 조류독감
이 천안, 안성 등 오리, 닭 사육장에서 발생하였다.
전염원은 다름 아닌 철새조류로 의심하고 있다. 병
해충의 이동이 과거, 현재 또한 미래에도 결코 똑같
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종족 번식과 이상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동성, 전염성 또한
스스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전파경향이
단일한 경우도 존재한다. 무차별 공격적인 해충은
경계 및 방비가 허술한 지역이나 국가의 기주들로
집중한다.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의 발달, 농촌경제의 활성화
를 주도하는 특용작물과 화훼류의 지역화, 과수재
배지의 집단화 및 규모화,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축산·가축사육지와의 접근성, 과일이나 채소의 受
粉을 도와 농림산물 번식과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양봉 생산과 이동 등이 오염
원 전반, 미생물증식, 전염원 이동의 신속성, 매개
체의 활동근거지 제공 및 발병에 큰 영향을 준다.
대류의 이동, 풍향·풍속, 폭풍, 집중강우도 매개체
및 오염원을 신속하게 확산·전파시키는 요인으로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다.
가지검은마름병이 1995년 이후 춘천, 가평, 양평,
원주, 홍천 등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 14개 지역에
주로 발생하였다. 이들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으로 교통흐름의 중심지이며 4계절 내내
피서 인파가 물밀듯이 찾아드는 관광 및 휴양지, 클

린환경지역으로서 교통의 이동이 극히 빈번한 도시
중 하나이다. 최근 고양, 양주, 남양주, 광주 등 서
울 근교에서는 병 발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
만 반면 원주, 춘천, 홍천에서는 여전히 발생빈도가
지속적이다. 이들 지역은 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
는 이상 지역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할 소지
가 높다.
그 간의 발생상항을 종합하였을 때 앞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예상지역으로는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로는 여주, 이천, 횡성, 남양주 및 광주, 기온상승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남쪽에는 충북의 제천과 단
양, 강원 평창과 영월, 북쪽에는 강원 양구를 중심
으로 인제와 화천을 위험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량의 이동이 극히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 주변, 강
이나 호수 등 물리적, 자연적 차단장치가 없는 구릉
지대가 오염되기 용이하고 주 경계대상이라 사료된
다. 병원미생물과 매개체의 남쪽 이동은 어떠한 방
법을 강구하더라도 차단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의 상승은 영주, 대구 등
경북일대의 사과재배지를 강원도의 영월 등 고산
지대로 북상시키고 있으며, 온난화로 제주 한라봉
이 거제, 나주에서 재배될 정도로 지역 특산품의 변
화마저 초래한다. 개화시기의 동시화가 서서히 진
행되고 있는 만큼 이는 병원체와 기주간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더 많은 전염기회를 제공한다. 북상
중인 사과재배 단지에서 발병될 경우 확산 차단기
회는 계속해서 약화된다. 지금껏 남북을 잇는 백두
대간의 안전장치가 아한대성 기후환경이었을지 모
른다. 이상기후와 기온상승이 지속되는 한 차단막
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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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책
앞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줄인다하여도 이상기후 발생은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산물의 생
존본능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고, 농림생태계에
영향을 줄 병해충의 돌발발생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기후변화가 병해충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단 시일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영향
을 준다. 적절한 대응방안과 제어시스템 확보를 위
해서는 국내외 병해충발생 동향과 자료수집, 다양
하고 정확한 정보입수를 통한 돌발병해충예측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전략을 나열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온성 농림산물 재배지와 생
산지의 병해충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산물의 생태계 적응성, 재배
품목별 지역·지형별 재배시기 차이, 고위험성 병
해충유입 유발가능 품목의 설정 및 검사강화 등 재
배시점부터 잡초, 병해충 분포이동과 활성화 방지
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도 열대성 과일인 망고가 재배되고 있다. 또한 화훼
산업과 실내조경산업의 발달로 산세베리아, 덴드로
비움 등 아열대성 화훼류의 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우스시설의 발전으로 생장 가능
한 생물 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온도 증가하
는 만큼 외래생물종의 생육변동과 병해충발생 모니
터링 및 현장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검증 가능한 자
료를 축적하고 전방위적 예찰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열대, 아
열대성 병해충에 대한 검역감시체계
강화.
수입되는 열대, 아열대성 농림산물의 종자, 재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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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대하여는 입항시부터 철저한 검역이 진행
되어야 한다. 미생물의 생존기간은 종마다 다르다.
식물의 잔재물에 붙어 유입이 용이하고 수년간 생
존할 수 있는 종도 다양하다. 적당한 환경과 기주를
만나면 언제든지 엽기적 활동을 시작한다. 수입식
물 검역에는 전투적인 검사로 임해야 한다. 4계절
의 변화가 흐려지고 열대성 병해충의 증식과 월동
이 가능한 생태계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
험요소의 차단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해외악성병해충에 대한 생활사
조사활동 정립 및 제어 시스템 확립
기후변화의 주기성과 병해충발생 변동 모니터링, 열
대 아열대성 기후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생리, 생
태적인 연구와 이들에 의한 농림산물의 훼손 가능성,
수입식물에 대한 외국의 발생사례와 관리방안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병해충발생 생태환경
을 잘 살피고 전염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
역 확보 등 적재적소 제어기술이 가능한 전략이 요구
된다. 결국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돌
발병해충의 제어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넷째, 총체적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전담인력 구축 운영
병해충의 발생, 확산, 차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역학조사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 환경 및 산림자원 부서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조사활동 강화, 방제시스템의 공조 등 종
합적 환경사수체계를 수립하고 농림산업 자원의 안
전강화대책을 상호 강구하여야 한다.
반면에 대응 전략의 수행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을 예상할 수 있다. 1) 수시로 변하는 기상이변,
이상기후에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2) 예측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문제시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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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3) 기후변화에 대하여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생존가능한 수종이 점차 증가하거나 소멸될 것으로
우려한 수종들의 번식이 늘어나는 경우 병해충돌발
모델의 오류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시 모색
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농림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기후는 점차
다변화해 가는데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식물검역안보가
보장되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농림산물의 안정생산
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미래검역조직
의 비약적 발전은 식량안보, 산림보전 차원에서 사
전에 돌발변동 예측·탐색 기술력이 확보된 상태에
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병해충의 기원 및 활동을 신
속히 대응·제어 할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이다.

한반도 및 일본열도를 뒤덮은 중국발 황사.(기후변
화정보센터)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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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 기상학회 03년 춘계학술
발표논문집. pp. 131-137.
심교문 외 3. 2003. 20세기 한국의 농업기상재해
특징.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5권 제4호. pp. 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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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역 Q&A
Q식물을 수입한 경우 며칠 이내에 식물검
역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A 식물등을 수입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우리소 지·
출장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는 화물이 수입될
때 마다 하는지요? 아니면 한번 검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
A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지체없이 검사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이 하역된 부두, 공항, 통관역 또는 통관장
내에 있는 식물검역 검사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 수입일(입
항·입경일)로부터 10일이내

Q 검사를 할 때 화주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지요?

▶ 상기 이외의 검사장소(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내

A 화주는 식물방역관이 검사를 실시할 때 입회하여

륙컨테이너기지 등)에 장치한 상태에서 검사를

당해 식물을 운반, 개장, 포장 등 기타 검사에 필

받는 경우 : 당해화물이 첫 번째 검사장소에 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착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다만 수입자와 검사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상기 조치를 하는 등 검사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반드시 입회

Q.식물을 수입하여 지체없이 신고(검사신청)
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습니까?
A 지체없이 신고(검사신청)하지 않은 경우 식물을
수입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수입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처분합
니다.
- 다만 지연신청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자 등으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
아 지연된 경우
▶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없어 운송업체 등
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
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
여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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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수송이 지연된 경우
▶ 기타 지·출장소장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Q 검사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우리소 인터넷 수출입검사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pqs.go.kr/minwon/index.jsp
※ 검사진행상황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 외에 방

Q식물방역관이 현장검사를 위해 검사장소
에 갔을 때 검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
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A 검사대상식물이 입고되지 않았거나, 구분적재가

문 신청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음

* 자료제공 검역기획과 전 대 수
chunds@npqs.go.kr

되어 있지 않는 등 검사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검
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날에 다시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Q 수입식물에 대해 합격처분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A 전자문서(EDI)로 세관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
거나 합격증인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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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칠레 SPS 위원회
지난 1.29.~30까지(2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2
차 한-칠레 SPS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3년도에 체결된 한-칠레 FTA 협정 제8조에 따라
양국 SPS 분야에서의 협력 및 협의를 촉진하기 위
하여 구성된 SPS 위원회 정례회의로서 2년에 한번
개최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는 ’
05년도에 우리나라
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농림부 통상협력 과장을 수
석대표로 하여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우리소 관계
자 8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칠레측에서는 외
교부 통상교섭본수 시장접근과장을 수석대표로 하
여 농축산검역청, 보건부 및 수산청 관계자 등 15명
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칠레 SPS 위원회의 운영규정(안)
을 검토하고, 양국이 다른 국가와 추진한 FTA에 관
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양국 SPS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식물검역 분야에서는 칠
레산 포도 및 오렌지의 수입허용지역 확대 및 우리
측 검역관의 칠레 현지조사 횟수 축소 문제에 관하
여 양측 기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회의 후 우리 대표단은 칠레의 대표적
인 항구 중 하나인 발파라이소 항을 방문하여 칠레
산 포도의 수출 선적과정 및 수입검사 시스템에 관
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칠레의 검역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수입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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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WTO-SPS 위원회
지난 2.26.~3.2.까지 스위스 제내바에 소재한 세
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는 제38차 SPS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SPS 위원회는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 및 운영 촉진 방안을 협의
하기 위해서 연 3~4회 회원국간 정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동물검역,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관계자
및 외교통상부 담당자 총 9명 으로 대표단을 구성,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SPS 통보문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증진 방안,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 및 차등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앞
으로 SPS 의장이 주재하는 회원국간 SPS 현안 중
재 제도 마련 및 IPPC 등 다른 국제 기구와의 관계
정립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수출/수입국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던 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금년 3월 IPPC에서
의 관련 국제기준 채택상황을 지켜본 뒤 차기(6월)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
인 진전은 다음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
별 국가간 SPS 현안에 대한 양자 협의도 공식 및 비
공식 회의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와 관련해서는 쇠고기와 가금육 등 동물검역 분야
현안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식물검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산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문제, 감귤과 파프
리카에 대한 호주측 IRA 진행 등에 관하여 논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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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IPPC/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
지난 3. 26~30까지 로마에 소재한 FAO 본부에서
는 제2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CPM)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1997년 개
정됨에 따라 각 IPPC 체약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연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1997년에 개
정된 IPPC 협약에 대해서 체약국의 2/3 이상이 수
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기까지 시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위원회를 잠정체제로 운
영하여 왔으나, 재작년도에 개정된 IPPC 협약이 발
효됨에 따라 작년도부터 정식 위원회로서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
다. 이번회의에 우리나라는 우리소 국제검역협력과
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 FAO 농무관 및 농림부 통
상협력과 관계자 등 총 5인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IPPC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체약국간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IPPC 사무국과 산하 보조기구(기준위원회, 분쟁조
정기구) 및 기타 전문가 작업단 등의 연간 활동계획
은 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IPPC 체제
하에서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ISPM)이 여기서 개발, 채택되기 때
문이다. 현재까지 총 27개의 국제기준이 이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앞으로도 IPPC 사무국에서는
매년 4˜5개의 신규 국제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그동안 전문가 작업단
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하여 체약국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6개 국제기준 제·개정안이 의제로 상
정되었는데, 이중 식물위생용어집(IPSM No.5 개
정), 병해충위험분석 개요(ISPM No.2 개정), 규제
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제정) 및 병해충 무(저)발생
지역 인정(제정)에 대해서는 회의기간 중 참석자들

간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 후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
서 우리대표단은 PRA와 병해충무발생지역 인정 시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예상 검토완료시한을 제공하
도록 규정한 기준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입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에만 시한을
설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이 보류된 2개 기준안(과실파리
저발생지역 설정, 목재의 수피제거에 대한 용어정
의)에 대해서는 체약국들간 의견차이가 크고 기술적
인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기준
위원회 및 전문가작업단에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국제기준 개발 시 투명성과 작업효율을 증
진시키기 위한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특정 병해충 및 지역에 대하여
병해충무발생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
지의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 작업단을 구성하여 새롭
게 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PPC 사무국의 국제기준
제정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초안 검토를
위한 아·태지역 워크샵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표하여, 사무
국 및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
라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2차 CPM 회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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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행사
2007년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
간담회 개최
대만 생과실 수출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 및 수
출농가,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
데 4.3.~4.(2일간)까지 충북 중소 기업종합지원센
타와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에서 간담회를 개최하
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만의 한국산 생과실에 대한 검
역조치 배경과 대만 수출검역 요건, 재배농가 및 기
관별 이행사항, 선과실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식물검
역소 측의 설명과 함께 2006년도 대만 수출 배 검역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참
석자간에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제1차 범도민계 혁신포럼 개최
혁신을 범 농업기관의 조직문화로 정착 시키고
그간의 혁신성과 공유 및 가치 창출 및 상호 연대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7년 제1차 법농업계 혁신포
럼이 농림부 혁신인사 기획관을 포함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농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
물검역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오우식박사의‘식스 시그마 개론 및
적용사례’
에 대한 소개와‘07년 농정혁신 관리 기본
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과 소속 기관 및 유관기관의
혁신계획 발표 및 종합 토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
되었다.

국립식물검역소, 청렴윤리의식
특별교육실시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 간담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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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자, 맑고 투명한 검역행정으로 부패없
는‘청렴 식물검역’구현을 위한‘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윤리의식 제고 특별교육’
을 전직원이 참석한 가
운데 2.21.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 에서 이기식
소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으
로 맑고 투명한 검역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고, 직무
와 관련하여서는 단 1원도 받지 않는 청렴한 공직생
활과 더불어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 해야함”
을당
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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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검역서비스 제공’다짐
- 식물검역 중장기 발전방향 및 특사경 연찬회 개최
‘07.3.16.~17. 충남아산에서 본소 및 지·출장소
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받는 검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랑받는 식물검역소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연찬회는「식물검역발전 10개년계획」및「고
객만족도 향상대책」
에 대한 업무 보고와 함께 전직
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임별 주제를 선정, 이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등 식물검
역 발전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소독처리기준 검색’사용설명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그동안 책자로 제작 배부되어
사용 되었던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규정 별책 소독처
리기준을 D/B화하여 홈페이지의 수입식물 검역코
너에‘소독처리기준 검색메뉴’
를 신설하고 그 사용

방법에 대해 각 지소를 순회하면서 방제업체 및 직
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
는‘우리소 홈페이지 소독처리 기준 검색 기능 사용
방법’
‘각국의
,
소독처리 기준 검색 사이트 소개’등
식물방역관과 방제업체 등 고객에게 소독처리에 관
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선후배 식물검역관’
의 따뜻한 만남
- 제 2기 식물검역멘토링 결연식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2007년도 신규자들이 검역 및
행정업무 능력의 향상과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적
응 능력을 배양키위해 멘토·멘티 31개팀으로 구성
된 제2기 식물검역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신규자 멘토링’제도는 업무경력이 풍부한 선배
경력자와 신규자를 1대1로 연결하여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조언함으로써 처음 업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06년 제1기 멘토링제도의 성공적 수행에
힘입어 올해에도 제2기 멘토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결연식은 호남, 중부, 영남 등 3개 지역에서 멘
토, 멘티 62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
멘티 1:1 결연식과 ’
06년도 멘토링 활동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멘토링 제도 운영에 대한 좌
담회도 함께 실시되었다.

소독처리기준 검색 사용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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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장소 소식
인천공항지소
□ 식물검역 체험행사 및 홍보활동 실시
고성출장소(출장소장 김경수)에서는 고성군 현내
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1.22.~27.일까지 5일간 금강
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체험 활동 및 홍보
행사를 실시하였다.

□ 난 전시회 기간 중“식물검역 지원”
김포공항출장소(출장소장 김규호)는 제 9회 아시
아·태평양 난 전시회 기간 중 전시회장에서 현장검
역을 실시하는 등 국제행사에 적극 지원하였다. 또
한, 전시용으로 수입된‘수입 금지허가품’
은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 아크릴 박스에 넣어
전시하는 등 검역적 비산 방지에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전시회가 끝난 후 전량 수거하여 폐기조
치 하였다.

□ 속초시 유관기관장 대상‘식물검역 홍보’
속초출장소(출장소장 김정중)은 4월 속초항 보안
대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식물검역의 필요성, 식물방
역법 위반자 처벌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검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두초소 출입자 식물검
역과‘수입목재류 검역강화기간’
을 설명하는 등 검
역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내 유관기관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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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소
□ 중부지소 혁신동아리‘Read China'
창단
중부지소(지소장 하동호)는 원산지 위장수입을 방
지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의 특성을 조사하는 동아
리‘Read China'를 창단하였다.
Read China는 위장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별·
지정하여 팀원들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준비된 자
료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현재 지·출장소 22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3개소 합동 멘토링 결연식 개최
‘07.1.25. 중부지소, 인천공항지소, 중부격리재배
관리소 3개소 합동으로 15쌍의 멘토-멘티가 참석한
가운데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결연식에서 하동호 지소장은“멘토링 결연식
을 계기로 각 지소간 유대 관계를 돈독히하고 멘토
와 멘티간 신뢰를 바탕으로 격의없는 대회를 통해
서로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격려
하였다.

멘토-멘티 결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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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소양평가’실시
‘07.1.26. 중부지소 검역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
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소양평가를 실시하
였다. 이번 평가는 식물검역 법규를 위주로 하여 현
장검역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문제로 출제하여
검역관들의 직무지식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금요 학습세미나 실시
중부지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한 내부 역량
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2, 4째 금요일 학습세미나를 실
시,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금요 학습세미나 장면
자체 소양평가 실시

□ 화성포도 대미국 수출단지 교육 실시
□ 반부패 청렴교육 및 청렴 생활화를
위한 서약식 실시
중부지소에서는 일체의 업무관련 부패 소지를 일
소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식물검역소를 구현하기 위
해 반부패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서약식은 영상자료 시청, 청렴서약선서 및 서
약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렴서약 선서

안양출장소(출장소장 최철종)는‘07.3.20. 화성시
송산면사무소에서 대미국 포도 수출단지 농가 및 관
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포도 수출 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영농초기에 수출
단지 관리요령 및 포도 수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수출검역 전반에 걸쳐 실시된 교육으로 수출농가 및
관계기관들에게는 철저한 포도 수출단지 관리를 당
부하였다.

대미국 수출단지 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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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소
□ 식물검역 전용검사실 설치 운영
영남지소(지소장 김후동)은 관내 수입식물류 검사
장소 4개소(대빙고, 송원, 청강 및 성림창고)의 운영
사와 협의하여 현장검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장
소로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식물검역전
용검사실’
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검역
현장 실태 점검 등으로 업무개선 등에 반영코자‘06
년도 하반기에 실시한‘수입시물 검역현장 점검’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컨테이너 야드나 항만에서 검사
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 장비에 노출된 검역
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장소 개선방안 중
의 하나로 추진된 사항이다. 금번 전용검사실 설치
는 상대적으로 검역건수가 많은 보세창고를 선정 시
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성
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식물검역발전협의체 홈페이지 개설
식물검역정보 등 검역관련 사항을 신속히 제공하
고 고객의 불편,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식물검
역 발전에 기어코자‘식물검역 발전협의체 홈페이
지’
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식물검역발전협의체 : 식물검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자 관
계를 유지하여 식물검역 발전에 기여하고 검역과정
에서 발생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한는 등 고객의 불편·불
만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입업체, 대행사, 검역소등이 모
여‘06년 8월에 창립된 모임

□ 멘토-멘티간‘한마음 HOF미팅’실시

송원창고 전용검사실

‘07.3.22. 영남지소에서 제 2기 멘토-멘티간‘한
마음 HOF 미팅’
을 개최하고 주요 활동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회를 마친후 인
근식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
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 식물검역 홍보용 전광판 설치
영남지소 3층 외벽에 7.8×1.28m(408㎜ RGB 3칼
라, 2단 32문자 표출)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외 4종의 문구를 표출
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 활동 보고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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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소
□ 검사장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체
간담회 개최

□ 명예식물검역감시원 일제 합동 단속 실시
호남지소는‘07. 2. 8일 설전후 수입식물 검역 강
화를 위해 특사경 및 명예식물검역 감시원등 총 9명
을 구성하여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세방 CY, 군
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외국산 농산물 부정수입 방
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활동
은 농업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물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 장면

호남지소(지소장 홍종렬)에서는 검사장소 개선방
안 마련을 위한 업체 간담회를‘07.3.8. CY 및 창고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소 사무실에
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검사장소 관련 규정
및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2007년 군산항 항만물류혁신 T/F팀
회의 참석
홍종렬 호남지소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주체
한‘군산항 항만물류혁신 T/F팀 회의’
에 참석하여
수출입식물 현장검사 예약제, 비응도 검역묘지 및
입항부두에서 예비검사, 휴대식물검사, 수입검사장
소 지정 등 군산항이 보다 나은 항만 물류를 위해 식
물검역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 2007년 한국산 배 수출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광주출장소(출장소장 임정표)는 2007년 한국산 배
수출관련 설명회 및 단지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나주배원협,
수출업체, 수출단지 대표 농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수출배 관련 검역규정, 병해충 방제법 등
의 설명과 함께 효울적 단지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한국산 배 수출관련 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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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4 검역 단신

제주지소

□ 제주지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이전
제주지소(지소장 강익범)은‘07.3.26. 제주시 도남
동에 위치한 정부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제주지방합동청사는 대국민 행정서비
스향상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자
치부가 건물 4만 3000여 ㎡에 지하2층, 지상5층 규
모로 ’
06.12.20.준공되었다.

□ 2007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식물검역 홍보
제주지소는 제주도농업기술원 및 제주·서귀포 농
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새해영농설례 교육교재에
‘식물검역과 국제동향’
을
소개하고‘07.1월 제주특
별자치도 농업인 회관에
서 여성농민, 참다래·복
분자·한라봉영농단체
별 4회에 걸쳐 500여명
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
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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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 공로패 수여
‘07.2.31.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활동한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고철희)에게 식
물방역법 위방행위 감시와 지도계몽 및 홍보 등 충
실히 수행한데 대하여 제주지소장이 공로패를 전달,
식물검역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 지역현안 제주산 감귤 대미수출
방안 모색
‘07.2.7일 제주지역 국가·정부투자기관장 등 32
명 초청 지역 현안사항 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강
익범 제주지소장은 대미 감귤 수출재개 관건인 단지
내 궤양병 방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성을 건
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에서는 미국 알래스카주로 제주산 감귤을 수출하는
방안이 적극 타진 중에 있음에 설명하여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졌다.

14 검역 단신

□ 미검역 휴대수입식물 반입차단을
위한 X-ray 판독 시연회 개최

□ 해외여행사 및 여행객에 대한 식물
검역 홍보

제주공항출장소(출장소장 김범준)는 CIQ 유관기관
과 유대를 강화 미검역 휴대 수입식물의 반입을 차
단하기 위하여 제주세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휴대 수입 물품에 대한 X-ray 판독능력 배양
을 위한 합동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
는 대부분의 수입금지품인 과일류에 대한 X-ray상
의 모양과 색깔 등 식물류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판독 시연회를 실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반
입이 예상되는 식물류 품목을 파악하여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공항출장소는 해외여행사 및 현지안내 가이드
와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매일 식물검역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여행사는 직접 방문하여 식물검역의
중요성과 국가별 금지식물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
고 있으며 가이드와 단체 여행객은 항공사로부터 단
체여행객 일정을 통보받아 출국장에서 홍보물을 배
부하는 등 입국시 식물류 휴대 반입자제토록 매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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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보ㅣ2007년 국제봄꽃 박람회‘식물검역 홍보관’운영

15 홍보
2007년국제봄꽃박람회‘식물검역홍보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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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전경

홍보관 전경

수입금지식물 표본 전시

검역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표본 전시

홍보관을 안내하는 박수현 검역관

수입금지 과일에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

식물검역정보 NPQS news

15 홍보ㅣ신나는 공항체험(인천공항지소)

신나는 공항체험(인천공항지소)

대청초등학교 어린이 50명

삼목초등학교 어린이 33명

양촌초등학교 어린이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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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보ㅣ2007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영남지소)

1사 1촌 행사(영남지소)

마을주민과 함께

1사1촌 주민 초대 검역현장체험

식물검역현장체험(중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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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배·포도 농업연구회원

무주 구천동 농협 조합원

농수산우역대학 수강생

전남 해남군 시등교회·남선교회 교인

식물검역정보 NPQS news

16 추천도서

16 추천도서

【 책소개 】
◆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이 심리
학 박사이면서도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의 관계
에서 고민했던 자신의 경험에서 이 책을 쓰기 시
작했다.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상담사
례 및 시행착오 과정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손자
병법의 가치부전 전략이나 한비자 세난편의 역린
지화 등 고사와 심리학적 지식을 접목시켜 인간
관계의 원리들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
들과 함께 심리학적 실험과 관련 이론들을 제시
함으로써 인간관계 이면의 숨은 심리를 명쾌하게
해명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뿐 아니
라 스스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저자】

이민규 저
더난출판사 출간
정가 10,000원

◆ 저자 : 이민규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심리학 박사이며,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교 교수,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이다, 저서로
는 <발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등
이 있다.
* 자료제공 : 위험평가과 김 미 현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73

17 검역자료

17 검역자료
자료제공 : 위험평가과 문광옥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2007.1.1.~3.31. 현재)

구

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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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병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88
65

1,456
1,288

125
113

659
634

102
53

2,159
675

57

1,242

87

555

39

614

2

2

7

10

5

15

5

27

14

60

8

45

1

17

5

9

1

1

23

168

12

25

49

1,484

10

79

9

22

33

1,364

-

-

-

-

-

-

11

73

-

-

-

-

2

16

3

3

16

120

ㅇ‘07.1.1~3.31.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은 총 315종 4,274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88종
(28%) 1,456건(34%)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25종(40%) 659건(15%), 비검역병해충은 102종
(32%) 2,159건(51%)이었다.
ㅇ 규제병해충 88종 1,456건 중 해충이 65종(74%) 1,288건(88%) 검출되었으며 병은 23종(26%) 168건
(12%)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242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27건, 달팽이 17건,
응애 2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79건, 바이러스 73건, 잡초 16건이 검출되었다.
ㅇ 잠정규제병해충 125종 659건 중 해충이 113종(90%) 634건(96%) 검출되었으며 병은 12종(10%) 25건
(4%)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555건 8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60건, 응애 10건,
달팽이 9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22건, 잡초 3건이 검출되었다.
ㅇ 비검역병해충 102종 2,159건 중 해충이 53종(52%) 675건(31%) 검출되었으며 병은 49종(48%) 1,484건
(69%)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14건 9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45건, 응애 15건,
달팽이 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1,364건 9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잡초 120건이 검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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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검역기획과 박용건

수출·입식물 검역실적(화물)
(2006. 6. 30. 현재)
현재)
(2007.1.1.~3.31.

검 역 량
구

분

계

2005

전년
대비
(%)

폐기,
반송

소독

계
(B)

55,116

51,198 107.7

10,670

446

11,116

20

곡류,특작류

톤

12,066,297

7,561,476 159.6

241,192

3,354

244,546

2

목재류

천㎥

1,984

1,544 128.5

1,684

-

1,684

85

묘목,구군류 등
천개
기타

232,840

86,217 270.1

2,434

489

2,923

1

건

12,325

15,255 80.8

3,787

1

3,788

31

곡류,특작류

톤

37,298

38,477 96.9

130

-

130

0

목재류

천㎥

57

4 1,425.0

-

-

-

-

묘목,구군류 등
천개
기타

13,003

15,521 83.8

213

2

215

2

건

42,791

35,943 119.1

6,883

445

7,328

17

곡류,특작류

톤

12,028,999

7,522,999 159.9

241,062

3,354

244,416

2

목재류

천㎥

1,927

1,540 125.1

1,684

-

1,684

87

묘목,구군류 등
천개
기타

219,837

70,696 311.0

2,221

487

2,708

1

건
수

2006
(A)

처분
비율
(%)
(B/A)

건

건
총

단위

검역 결과(2007)

수

수

출

건
수

수

입

※ 곡류·특작류에는 종자·채소·과일·기타류(kg)을 포함하고, 묘목·기타류에는 구근류(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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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물 주요품목 검역실적

단
식물명

위 건수
고추종자
양배추종자
선인장묘
옥수수전분
감귤
수
배
사과
토마토
출
피망
양배추
당근
국화절화
장미절화
배추종자
동양란묘
산스베리아묘
튜울립구근
소맥
수
콩

톤
톤
천개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천개
천개
톤
천개
천개
천개
톤
톤
옥수수(사료용) 톤
오렌지
톤
입
포도
톤
바나나
톤
호박
톤
냉동고추
톤
목초류
76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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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2006.03.31

2007.01.01 - 2007.03.31
검역처분

수량
(A)

수량 비율(%)

건수

대비
A/B,
%

수량
(B)

주요 수출국

86

4

0

0

95

6

61

중국, 인도

55

3

0.1

4

62

7

35

파키스탄

98

네덜란드, 카나다

60

1,066

0

0

132

1,089

128

10,701

0

0

148

13,076

110

526

0

0

107

1,254

42

북한, 러시아

377

4,210

66.2

2

543

7,121

59

대만, 미국

82 필리핀, 인도네시아

72

81

0

0

83

267

30

대만, 사이판

363

401

0

0

378

579

69

일본

666

2,676

0

0

555

2,331

115

일본

67

654

0

0

106

1,426

46

일본

37

4,103

0

0

29

4,565

90

북한

179

4,653

0

0

239

5,078

92

일본

124

2,353

0

0

177

4,781

49

일본

28

10

0

0

14

23

46

중국

757

5,943

147.5

2

542

4,715

126

대만, 중국

259

9,892

1216.8

12

259

11,889

83

중국

0

0

0

0

2

31

0

네덜란드

155

573,634

0

0

143

587,414

98

호주, 미국

202

287,664

0

0

115

233,241

123

미국, 중국

2

369

1,654,989

130

중국, 미국

99 3,550

69,468

59

미국

448

2,159,196 51003.4

2,153

41,076 40602.7

454
2,020

9,484

0

0

185

3,805

249

칠레

78,033 21568.1

28

1,521

62,438

125

필리핀

373

11,552

3223.3

28

212

5,434

213

뉴질랜드

362

24,058

26.2

0

215

11,957

201

중국

1,583

170,322

1071.7

1

1,342

146,162

117

미국

18 소내동정

18 소내동정
전
소

보
속

직

급(위)

이 름

발령부서

발령일자

영남지소

농업주사

이수환

영남지소 사상출장소장

1.1

영남지소 울산출장소

농업주사

최윤희

영남지소

1.1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농업주사

김수정

영남지소 울산출장소

1.1

중부지소 천안출장소

농업주사보

문광옥

위험평가과

1.1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이재승

중부지소

1.1

영남지소

농업서기시보

김윤정

중부지소

1.1

영남지소

행정주사보

이두형

서무과

2.5

제주지소

농업주사

양태경

인천공항지소

3.5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

황진원

중부지소

3.5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이동선

중부지소

3.5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고길보

제주지소

3.5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농업주사보

유창목

국제검역협력과

3.5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한우혁

방제과

3.5

중부지소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

농업주사보

이문영

인천공항지소

3.5

영남지소 양산출장소장

농업사무관

이기병

국제검역협력과

3.5

위험평가과

농업사무관

한상진

검역기획과

3.20

검역기획과

농업사무관

구충환

위험평가과

3.20

신규임용
직

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자

행정주사보시보

최수미

영남지소

2.5

행정부사보시보

이주희

인천공항지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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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소

진

속

직급(위)

위험평가과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국제검역협력과
중부지소
제주지소
서무과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위험평가과
방제과
방제과
영남지소
인천공항지소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영남지소 구미출장소
영남지소 울산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복
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

소

속

영남지소

78

명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서기
기능10급
기능8급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서기
농업서기
기능9급

홍석구
장 미
고권위
유미랑
박홍숙
김학철
간광산
신현경
오동진
문광옥
박민구
우창남
이용현
김명현
박수현
구윤모
김정애
김성식
곽정환

직급(위)

성

발령사항

발령부서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기능9급
기능7급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농업주사보
기능8급

일자

인천공항지소
인천공항지소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국제검역협력과
중부지소
제주지소
서무과
국제검역협력과
국제검역협력과
위험평가과
방제과
인천공항지소
영남지소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1
1.1
1.1
1.1
1.1
1.1
2.8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직

속

휴

성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주사보
전산주사보

명

발령부서

이현진
박순남
예미지
전세기

일자

영남지소
중부지소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검역기획과

1.1
2.5
3.5
3.12

직
직급(위)

성

명

기

간

일자

사유

농업서기

김현정

2007.1.8.~2010.1.7.

1.8

유학휴직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기능8급

지영희

2007.3.6.~2007.6.5.

3.6

육아휴직

중부지소

김숙정

2007.3.7.~2008.3.6.

3.7

육아휴직

농업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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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소 속

직급(위)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기능8급

성 명
오향선

일자

사유

2.28

명예퇴직

해외출장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중부지소

농업서기

백종민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1차 현지검사

‘07.1.10~4.10

필리핀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이동현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1차 현지검사

‘07.1.10~4.10

필리핀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보

추성일

김포배 대만 수출 판촉행사 참가

‘07.1.12~1.14

대만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서기

김도남

미국산 미탈각호두 현지검사

‘07.1.13~1.30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정영철

제2차 한·칠레 SPS위원회 회의 참석

‘07.1.26~2.2

칠레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박호철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예찰활동 현지조사

‘07.1.27~2.12

칠레

제주지소

농업주사보

김상엽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현지확인

‘07.2.11~3.11

미국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보

주양희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현지확인

‘07.2.20~3.20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신현경

제38차 WTO/SPS위원회 참석

‘07.2.24~3.3

스위스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전옥경

태국산 망고 2차 현지검사

‘07.2.28~5.31

태국

중부지소

농업주사

신용길

오렌지 S.citri 감염여부 PCR검사방법
이용가능성 공동실험

‘07.3.11~3.22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정영철

제2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회의 및
제5차 분쟁해결보조기구(SBDS)회의참석

‘07.3.20~4.1

이태리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이정화

스페인산 오렌지 현지검사(2차)

‘07.3.22~5.18

스페인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안영수

제2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참석

‘07.3.24~4.1

이태리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

신현경

제2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참석

‘07.3.24~4.1

이태리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윤순혁

미국산 오렌지 현지확인(2,3차)

‘07.3.25~5.12

미국

검역기획과

농업사무관

권명영

일본식물병리학회 참석 및 식물검역시스템조사 ‘07.3.25~3.31

일본

위험평가과

농업연구사

현익화

일본식물병리학회 참석 및 식물검역시스템조사 ‘07.3.25~3.31

일본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랑

일본식물병리학회 참석 및 식물검역시스템조사 ‘07.3.25~3.31

일본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김정중

북방활로 활성화를 위한 중국훈춘
정부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답사

중국

‘07.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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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식물검역 정책고객으로 모십니다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객들과 쌍방향 정보 교환을 하고자
『식물검역 뉴스레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소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고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식물검역 정책고객(PCRM)』
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신 고객님께는 최신의 식물검역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e-mail 고객 등록신청서 >
이

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주 소
직업

업체명

▣ 신청방법 :
ㅇ 뉴스레터 사이트에서 구독신청(http://enews.npqs.go.kr) 또는
ㅇ 이메일 신청 : (youngmi@npqs.go.kr), FAX 신청 : 031-448-6429
※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담당 문영미)로 문의(☎ 031-441-6864)
▣ 식물검역 뉴스레터 사이트 : http://enews.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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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위치도

본

인천공항지소
(032-740-2072)

중부지소
(032-433-8632)

소

(031-449-0521)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없이
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1588-5117
1588-5117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1-202-6966)

호남지소
(063-467-3456)

제주지소
(064-728-5413)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영남지소

(055-335-0210)

(051-467-0442)

식물검역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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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X
449-0524
448-6429
740-2072
740-2081
433-8632
433-8534
467-0442
465-1296
467-3456
467-3457
728-5413
72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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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8-4블럭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0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2-40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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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