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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소개 | 행복한 동행

01 동아리소개
청주공항 유관기관 합동 학습 동아리

동아리명

행복한동행*

청주출장소
김 용 재
kyj1@npqs.go.kr

참여정부의 혁신과제인 정부혁신을 실천하고 청

로 공항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

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유관기관(국립식

미지 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구성된

물검역소,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수의과학

조직이 Community of Practice (CoP)이며, 민원

검역원,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이 무엇을 할 수 있

인과 유관기관이 함께 간다는 의미로 "행복한 동행"

을까? 라고 생각했을때 비록 기관은 달라도 우리가

이라는 학습동아리명을 정하였다.

목표하는 것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
행복한 동행은 유관기관간 정기모임을
통해 출입국 관련 대국민 서비스 증진과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내에 외국인 유학생
이 7천여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출입국 행정서비
스 제공을 위한 출입국 절차 안내로 정하
였다.
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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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절차 안내를 위하여 각 대학별 외국인 유

권내 외국인 유치대학을 순회하며 실시하기로 하였

학생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입국시 불편한

다. 충청권내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

점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유관기관의 단합

이었고 한국어를 못하여 출입국 절차 통합안내문

과 과제발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

(중국어판, 한국어판)을 만들고 출입국 관련 용어를

한 아동복지시설인 현양원 등의 어린이를 초청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동시 통역을 하기로 결정하였

공항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다. 그리고 3개월간 노력이 충북대에서 27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식물검
역을 포함한 출입국 절차을 몰랐으며 현장설명회

설명회 종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

또는 E-mail 등을 통한 안내를 원함에 따라 대학

시한 결과 대부분이 만족 하였으며 불만족의 경우

별 담당자와 논의하여 현장설명회 일정을 정하였

원인 분석을 통해 세명대, 청주대 등 설명회에는 모

다. 설명회는 충북대를 시작으로 청주대, 세명대,

든 외국인 유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배재대, 순천향대 등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충청

것을 다짐해 본다.

충북대 현장 설명회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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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日新又日新”
굿모닝 세미미팅
’
07년 중부지소 혁신우수사례

I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 WTO 출범에 이어 DDA, FTA와 같은 새로운 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하

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등 완전

여 검사를 받거나 반출하고, 허위로 수입식물 검

시장 개방화로 치닫고 있는 국제무역환경 변화로

사를 받는 등 악덕 수입업자는 거대하고도 견고

인해 국가간 농산물 교역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 검역의 둑에서 노출된 허술한 틈을 비집고 들

하고 교역국 또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 왔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병해충 이동
및 확산의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 위장 수입 : 중국산 수입 톱밥내 건고추
(’
07.1.2.)

자국의 농업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 불법 반출 : 보세창고에서 사전에 검사된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및 관련 국제기준

중국산 냉동마늘로 재검사 후

(ISPMs)에 의거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반출(’
05.10.22. 적발)
- 허위 검사 : 수출국식물위생증명서

● 우리나라도 식물방역법과 제도 등을 관련 국제
기준에 의거 제·개정함은 물론 인적·물적 자
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하여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급증한 업무량에 대한 효
율적인 처리와 불법 수입 농산물 대처에 미흡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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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sanitary Certificate)
위조본 제출

II

식물검역 지식과 정보를 대화하는 Forum(場)으로…

● 우선 쉽고도 간단하게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

● 진행은 당일 검사건에 대한 민원실장의 간략한

는 방안은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

설명에 이어 전직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화할 수 있는 장(場 ; Forum)을 구성하여 식물

있도록 자유토론 후, 업무에 정통한 담당계 주무

검역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큰 신구(新舊) 검역

로부터 최근 및 긴급사항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

관이 수입 농산물 품목별 주요한 검역정보를 허

로 이를 각 과장이 종합하는 순이다.

심탄회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매일 오전 08:40∼09:10까지 간부를 포함한
전직원 참여 (중요사안 발생시 12:20∼13:00
에 추가 토의)

● 생산성 높은 창조적인 굿모닝 세미미팅을 위하
여 3가지 추진방법을 병행하였다.
- 문제점 해결의 장 : 금지품 반입 등 불법 행위
사전 차단

● 주제는 당일 검사 품목별 특성 개요, 긴급 및 공
지사항 전달, 신규 및 개정된 규정과 제도 설명
등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망라하여 토
의하였다.

- 정보교환 및 새로운 지식 공유의 장 : 규정, 검
사기법, 검역관 경험(knowhow) 등
- 대화와 토론문화 정착의 장 : 신규 아이디어,
애로사항 등

- 중점 주제 : 고가의 또는 수입이 원천 금지된
금지식물의 위장 수입 및 관세 차익을 노린 농
산물 불법 수입유형별 대처방안 및 예방조치
강구
- 공유 사항 : 검사시 주의사항, 병해충 검출요령,
고객응대, 올바른 행정처리 등
- 사후 조치 : 토의를 통하여 도출된 직원의 혁신
적인 아이디어가 헛되지 않고 구체화되어 현장
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간부진의 적극적인 실
행 의지 뒷받침 및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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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애 극복 햇살은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아온다

● 기존 일상적인 직장생활의 리듬을 약 30분 앞당

⇒ 특히, 검역관별 경험이 10∼20년 정도 차이가

겨야 하고 별도의 업무처리 시간이 부여되지 않

있으므로 선경험자의 노하우(knowhow)를 존중

아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자투리시간(점심식사

하여 그 견해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중시

후 또는 퇴근 후) 활용 및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을

하였음

통하여 해결하였다.
⇒ 시행과정 중 일부 직원이 다소 불만을 표출하였
으나 당초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었으므로 현재
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검역관별 다양한 의견이 표

● 짧은 미팅시간으로 검역관이 수입 품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검사를 수
행할 경우 검사소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자유토론시 현장검사자의 발언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출되어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

⇒ 현장검사 경험이 부족한 1년 미만의 신규 검역관

토의시간을 활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

및 생소한 품목을 배정받은 검역관의 의문 및 애

구하였다.

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

IV

고통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위조본 구별법 공유

1 농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위조본 구별법 공유

묘목류 위장수입 차단을 위한 묘포장 운영
검사회피 차단을 위하여 검사 후‘檢’
자 표시도장
을 전 품목에 확대 실시

● 수입되는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

검사품내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탐침봉 등
맞춤형 장비 개발

식물검역요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수출국 식물

신구검역관간 노하우(knowhow) 공유로
병해충 검출 증가

에 의해 수입식물 검사신청시 우리나라의 수입
검역기관의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 첨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중국에서 PC 위조본 발행업체가 인터넷에 선
전되고 실제로 PC 위조본이 관련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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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식물방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 세미미팅을 통하여 전직원에게 반복 전달함으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로써 불법 농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게 되어 있다.

물론 다른 지소에도 위조본 판별과 처리에 대
한 지식을 공유하였다.

● 혐의가 있는 PC를 중부지소 자체에서 구성된 문
제해결형 학습동아리 RC(Read China)를 통해
자료 및 실체를 파악하고, 위조본과 진본의 차이

*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위조본 적발 : 20건
(전량 폐기처분, 수사 중)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조본을 쉽게 분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고,

검사증명서 진위본의 차이 1

검사증명서 진위본의 차이 2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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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목류 위장수입 차단을 위한 묘포장 운영

● 묘목류는 잎과 뿌리 등이 불분명한 유묘로 수입
되고 종종 신품종이 수입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에 금지된 수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으나,
● 이러한 사안을 굿모닝 세미미팅을 통하여 의견
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여러 종의 수입 묘목류
를 한 곳에 모아 식재한다면 수종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짓고,

홍매자 묘목

● 건물 유휴지(3m 10m)를 활용하여 50여종의 묘
목류를 식재하고 정확한 분류동정이 가능토록
묘목 이름뿐만 아니라 과명(科名)과 학명(學名)
을 명기한 패찰을 달아 수종비교 포장을 조성하
였다.

멀구슬나무 유묘의 뿌리형태

묘포장 입간판

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꾸지뽕나무 유묘의 뿌리형태

● 또한, 묘포장이외의 묘목류는 원예연구소 및 임
업연구원에 수종판별을 의뢰하여 수종 판정에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 세미미팅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함으로써 직원의 수종판별 지식향상은 물론
수입업체의 위장수입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검역관 지참용‘檢’
자 도장

3 검사회피 차단을 위하여‘검(檢)’
자 표시도장을
전품목에 확대

● 당초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식물류
(관세율 차이가 큰 품목; 냉동식물류, 한약재류 등)
검사화물에‘검(檢)’
자 표시도장을 날인하여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온 결과,
마킹 방법

- 세미미팅을 통하여 검역관의 검사방법을 악용
한 수입업자의 부당한 검사회피 차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토의되어 일부 품목에만 시행하던
‘檢’
자 표시도장의 날인을 전품목에 대하여 확
대 시행하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수입 농산물의 검사 유도로 불법
반출 예방의 효과를 거두었다.

‘檢’
자 표시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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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품내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탐침봉 등
맞춤형 검사장비 개발

5 신구검역관간 노하우(knowhow) 공유로
병해충 검출 증가

● 최근 수입되는 식물류의 포장 재질 및 형태, 크

● 수입식물류에 부착 및 혼입된 외래병해충을 검

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검사시 물품 확인이 어렵

출하는 것은 검역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좌우

고 신고품목과 검사품목이 다르거나 검사품 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한 눈높이로 일관된

에 다른 물품을 위장 수입하는 등 불법사례 발생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을 세미미팅에서 토의한 결과,
- 품목확인을 위한 맞춤형 검사장비(색대, 탐침
봉)를 개발하고 현장검사시 이를 활용하는 과
정을 공개함으로써 위장 수입시도를 원천 봉쇄
하는 간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 새로 전입한 검역관 및 신구 검역관간 현장검사
시 품목별 병해충 검출방법 및 규정 적용 등 애
로사항이 발생하는 바,
- 세미미팅을 통하여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으로 상호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래병해충 검출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묘목류 검역처분(소독 및 폐기) 비율 증가
(’
06. 16.9% → ’
07. 18.9%)

6 한약재 밀수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탐침봉과 색대

● 한약재는 수입시 원래 상태가 아닌 변형된 상태
(건조, 분쇄, 분말 등)로 수입되고, 그 종류가 다
양하여 품목을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지만,
- 세미미팅을 통하여 샘플 채취 및 판별요령 전
달로 밀수 사고 등을 사전 예방

탐침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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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세나 해충검출 주요부분

국화절화 해충검출 주요부분

고무나무 해충검출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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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매일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새로운 혁신을 잉태한다

업무속에 융합된 혁신으로 거듭나다

● 일상생활에 세미미팅이 접목되어 추진됨으로써

● 검역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현실감각을 증대하는 효과와 더

양질의 검역서비스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

불어 발생 우려사항을 사전에 예단, 추정함으로

었다.

써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
화되었다.

- 업무에 대한 여유와 지식의 향상은 대고객
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져 만년 서비스 하위

-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조 수출국 검사증명서의

기관으로 낙인되어 오던 것이 금년 상반기 고

적발 사례는 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보다 대폭 상승하였다

기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중국산 농

(76.1점/’
06년 → 84.1점/’
07년, 8점상승).

산물의 위조 검사증명서 20건을 적발하여 폐
기 반송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공된 한약재(창출
과 백삼, 길경과 반하, 황금과 반하)의 위장 수

● 직원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화합 분
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입도 5건 적발하여 관련기관에 인계하였다.
- 식물검역소 중에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
● 다양한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매일 흡수함으로

역 중의 하나로 기피지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써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역업무를 다룰 수 있으

중부지소의 이미지가 직원간 마음을 열자 새롭

므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게 쇄신하게 되었다.

- 검사건수는 늘어났지만 검역관들의 사전 정확
한 검사 노하우의 공유로 검사에 대한 부담감
이 줄어들었으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
어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 검출률 증가로 효
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장검사도 더욱 철저
히 수행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다.
병해충 검출율 : 16.9%(’
06년) → 18.9%(’
07년
/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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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요인 가시적 효과, 적극적인 참여, 솔선수범

● 짧은 시간내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핵심적인 사
항 위주로 미팅 진행
- 중부지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나
타남에 따라 전 직원의 신뢰가 축적되었으며,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직원의 중지를 모아
근원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져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곧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

지게 되었다. 강압이 아닌 자율에 맡겨도 자기
에게 이익이 된다면 스스로 참여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산물이라 하겠다.
● 도출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구체화시킨
간부진들의 솔선수범
- 일상적인 업무는 검역관들의 몫이므로 간부들
은 무관심 하거나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
통이나, 매일 검역관 이상의 열의와 관심을 보

● 조직의 성패는 나의 작은 실천에 좌우된다는 원
칙을 실행한 직원의 참여의식
- 비록 아침 이른시간에 투자된 30여분이 하루
현장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하루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경감
으로 이어졌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 주었으며, 헤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토론장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줌에 따라 직
원들의 신뢰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도출된
아이디어도 사장시키지 않고 구체화하여 실행
토록하는 등 간부들의 열심과 정성이 세미미팅
의 성공의 키워드였다.

할 수 있어 전 직원의 참여는 자연적으로 높아

일과전 30분 굿모닝 세미미팅은 퍼즐(puzzle)처럼 얽혀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였고, 투명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바 크다. 특히,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한 토론문화가 정착된 것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침은 항상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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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방역법령 해설
법 제6조[수입제한], 제13조(수출국에서 검사 등)
제6조 (수입제한) ①식물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
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사증명서의 첨부
●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 확산 및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는 이루어 질 수 없어 국제식물보호협약을 체결
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 협약에서 수
출국의 국가기관은 수출되는 식물이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부합된다고 증명하는 식물검역
증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수입하는 식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소독, 폐기, 반송 등의 검역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수입하는 식물은 수
출국에서 수출 전에 검사를 받고 우리나라가 규
제하는 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
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협약에 가입한
160개국은 이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본 양식이나 독자적인 양
식을 사용하고 있다.
●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식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
는 경우
②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③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④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 수
입하는 경우
⑥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
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⑦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⑧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

● 용기와 포장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식물에
서 탈출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잠입한 규제병해
충이 부착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되어 수입되는 경우
⑨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 증명서의 양식은 국제식물보호협약 부속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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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되어 있

이트,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차이나, 마카오,

는 식물

몽골, 부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⑩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루지야

쇄·기타 밀폐포장에 의하여 단순히 가공한 펠렛

- 유 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류, 큐브류, 박류, 분말, 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스웨덴, 스위

혼합곡류 등

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
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는 중앙정부, 연
방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발급한 검사증명서

이탈리아, 체크, 슬로바크, 키프로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
아, 헤르체고바나, 알바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
시, 몰도바

에 한한다. 즉, 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 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주정부 등 지방정부에서

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

발급한 검사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베냉, 보추와나, 부
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 검사증명서의 사본이라 함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서 발행한 원본과 동일한 검사증명서로서 발행
자 또는 검사담당관이 직접 서명하였거나 날인
한 검사증명서에 한한다.

시에라이온,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오트볼타, 우간다, 에
티오피아, 이집트,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브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론, 카보베르데, 케냐, 콩고,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기네, 기네비쏘, 나미비아, 레소
토, 모리타니, 모잠비크, 세이쉘, 애리트리아, 적도기네,
코모로, 쌍토메프린시페

● 특정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식물은 검사증명서

-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

에 규제병해충이 없다는 사실 외에 소독사항, 특

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몬트세라

정병해충이 없다는 사항, 재배상황 등이 명기되

트,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스, 브리티시 버진제

어야 수입될 수⑤ 있다.

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

-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통가산 단호박 등 수입금
지제외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대부분의 식물

● 수출국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토퍼네비스, 아이트,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
스,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
코, 파나마, 과달루프, 네덜란드안틸레스, 말티니크, 아루
바, 안길라, 케이만군도, 터크스카이코스군도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프렌치기아나

- 아시아 : 네팔,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바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마

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

리아나제도, 바누아투, 서사모아, 솔로몬, 오스트레일리

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

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스탄,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프랜치폴리네시아, 피지, 팔라우, 괌, 니우에, 미크로네시

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대만,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

아, 마샬군도, 월리스후트나, 토켈라우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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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역정보
법령 제·개정

● 수출용 양벚 재배 과수원 및 선과장을 중국 식물
검역당국에 등록하여 그 관리 및 운영사항을 철
저히 감독하도록 하였음.
귤과실파리 등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는
과수원에서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무발생지역을
증명하거나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

수입금지식물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요약]

이 수출용 과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였음.
● 선과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샘플
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이 검사에 합격한 양벚에

농림부고시 제2007-37호(’
07.6.1.)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1. 제정이유
● 한국 도착항에서 수입검사를 통하여 우리 측이
우리나라의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해 중국 정부 측으로부터

우려한 병해충의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였음.

수입 허용 요청이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과학적 자료
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인한
결과 동 제정안의 제반 요건이 이행될 경우 중국산
양벚 생과실 수입과 관련한 병해충 위험이 관리될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수출식물검역요령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동 요건을 조건으로 중
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립식물검역소고시 2007-3호(’
07.5.16.)

2. 주요내용

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

● 중국산 양벚 한국 수출지역을“산동성”
으로

항·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제한함으로써 한국의 금지병해충 유입 위험을

한다) 제23조·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음.

소속기관(이하“지방자치단체”
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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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수출식물검사에 관한 세부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

적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수출식물검사의 일관

에 한한다)

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가 제출되면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2조(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 검사하는 식

야 한다.

물)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을 두고 수출식물검사를 하는 지방자치

제4조(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은 제

단체에 한한다)의 장에게 수출검사신청을 할 수 있

3조에 따른 검사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원인이 희망

는 식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장하여 수입국의 수입식물검

1. 국립식물검역소 지소나 출장소가 소재하는 지역

역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으로부터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수
출검사(현장검사)를 하는 수출식물 다만, 수입국
이 수출검사합격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
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는 식물은 제외한다.
2.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

제5조(검사결과 조치) ①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
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상대국 수입식물검역
요건에 적합한 경우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민
원인에게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건(국립식물검역소 제2006-2호, ’
06.2.24)에 따라

②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은 민원인이 본인 비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용부담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택배로 배달

3.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국
립식물검역소 제2005-5호, ’
05.6.14)에 따라 미

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송부 할 수 있다.

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
제6조(검사관련 서류 보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제3조(수출검사신청) ①제2조에 따른 식물을 수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관련 서류를「공공기관의

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희망 예정일 1일전까지 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관하고, 익월

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다음

5일까지 관할 지역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출장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

항은 식물방역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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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건을 발견, 국내유입을 차단하였다 ’
06년 1분

검역정보 - 국내

기에 비해 해외병해충 발견 건수는 110% 종수는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 검역건수 증가와 병
원체 검사방법의 분자생물학적 검사법(PCR)으로의
변경, 계절별·품목별로 검역강화기간 설정 운영,
본·지소간 전문인력 교환검역을 통한 검역기법
공유 등 지속적으로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수입 목재류 검역강화 기간 운영
최근 수입 목재류를 통한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
입을 차단하고 불법, 편법 소독행위 등 식물검역

밝혔다.
● 발견병해충 : 2,115건 중 해충 1,922건, 병 174건,
잡초 19건으로 각각 107%, 145%, 217% 증가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
07.4.5.부터 19일
까지 15일간‘수입목재류 검역강화’기간을 설정

● 213종의 해외병해충 중 뉴질랜드산 호박에서 하

운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죽재

늘소류(Arhopalus ferus), 태국산 라임에서 옥

류, 톱밥 등 불법, 편법 수입행위, 원목 구분적재,

수수담배나방(Heliothis zea)등 13종이 검역과

식물 잔재물의 소독처리 등 목재류 수입검사 강화

정에서 최초로 발견

와 함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일제 점검 및 식물방
역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였다. 검역강화 기간은 최

●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도 해외병해충 정보의

근 기온 상승에 따라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는

활용과 검역관에 대한 교육, 최첨단활용기법 등

시점에서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유입 차단 및 경각

을 통해 수입식물에 대한 현장검역 및 정밀검사

심을 고취하고 수입목재 포장재에 대한 지속적인

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점검으로 소독처리 마크 표지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노린재 잡는 천적(天敵) 2종 수입허용
해외병해충 213종 국내유입 차단

농약대신 천적사용으로 친환경농업 촉진
국립식물검역소는 ’
07. 5. 30일자로 노린재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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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2007년 1분기중 수입 식

천적(天敵)인“알깡충좀벌(Ooencyrtus nezarae)

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병해충 213종

과 검정알벌(Gryon japonicum)”2종을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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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번 수입 허용은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

따라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에 국립식물검역소는

문가로 구성된「유용동물 위험평가위원회」
에서 위

한·캐나다간의 식물검역회의 등을 통해 팽이버섯

험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인축에

의 캐나다 수출재개를 협의한 결과 캐나다 측은 식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농업상 이용도가 높아 도

물검역소가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팽이버섯에 대

입이 결정되었다.“알깡충좀벌과 검정알벌”
은 현재

해 수입 허용하였다. 따라서 캐나다로 팽이버섯을

콩과작물과 과수(단감, 사과 등)에서 많은 피해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팽이버섯의 재배매체 멸균

주고 있는 노린재류(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풀색노

요건과 생산 및 포장시설에 대해 식물검역소로부터

린재)의 알에 기생하여 부화하지 못하게 하는 유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수출절차는 ’
07.5.7.일이후 캐

한 천적(天敵)이다. 특히, 대상 해충 중 톱다리개미

나다 검역요건에 적합한 팽이버섯 생산업체가 관할

허리노린재와 풀색노린재는 국내에서 재배중인 콩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팽이버섯 생산시설에 대

과 단감의 수확시기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줄 뿐 아

해 승인을 요청하면 관할지 식물검역소에서 생산시

니라 시판 중인 농약으로도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

설 및 과정을 조사하여 요건에 적합한 생산업체를

충으로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약잔류 문제

승인하고 캐나다측에 승인된 생산업체를 통보함으

로 수출단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로써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번 허용조치는 우리나라 과수 중 가장 많이 재배되

이번 협상타결로 미국, 중국, 호주 등지로 수출되

고 있는 감(단감과 떫은감)의 친환경적 생산·수출

어 오던 한국산 팽이버섯이 캐나다로 수출이재개됨

촉진 및 국내 천적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에 따라 수출선 다변화로 고품질의 한국산 팽이버

상된다.

섯 수출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팽이버섯 캐나다‘수출타결’

애완용 곤충 불법 수입 거래 특별단속

식물검역소의 승인받은 업체 생산품에 한하여 허용

외국산 애완용 곤충 수입자 4명 검찰송치,
곤충 200여마리 폐기

국립식물검역소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의 협상결과 재배매체(배지)가 부착된 한국산 팽이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우편 등을 통해 수입이

버섯의 캐나다 수출이 ’
07년 5월 7일부터 가능해졌

금지되어 있는 살아있는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여

다고 밝혔다.

사육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

한국산 팽이버섯은 ’
04년 12월 캐나다측이 재배

가 늘고 있어 지난 4월 16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

매체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옴에

을 실시하였다. 외국산 곤충은 원산지에서는 식물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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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며, 일본의 경우 사전 수입

수 있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상 살아있는 외국산 곤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수입된 외래

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수입한 자

종들이 국내종의 유전적 고유성을 훼손하고 개체수

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를 감소시키거나 식물에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

게 되어있다. 단속결과 외국산 곤충 수입자 4명을

제가 발생되고 있어 최근에는 수입위험평가를 강화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넵툰·타이타누스 장수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이번 단속

풍뎅이, 람프리마 사슴벌레 등 외국산 곤충 200여

을 통해 그동안 카페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

마리를 압수·폐기하였으며, 곤충 수입 및 거래와

던 외국산 애완용 곤충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

관련이 많은 인터넷 카페 4곳을 폐쇄토록 조치하였

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다. 현재 세계적으로 외국산 곤충의 수입을 허용하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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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러시아에 대해 동 규정(AGM 무발

검역정보 - 해외

생 증명서 첨부)을 적용해 오고 있다.
- 우리나라도 AGM이 분포하나, 발생밀도가 낮아
미국과 캐나다가 현재까지는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측은 6월 1일∼10월 1일 사이에 일

일본항 경유 미국과 캐나다에 가는
선박은 매미나방 무감염 증명 필요

본의 6개항을 기항한 후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입항

’
07.6.1.부터 히로시마 등 6개항을 경유하여 미국
또는 캐나다로 입항할 때 적용

전에 해상에서 AGM 감염여부에 대한 선박검사를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와 캐나다식품검사청
(CFIA)이 ’
07년 6월 1일부터 일본의 6개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의 검
사기관이 발행하는 AGM(Asian Gypsy Moth:
아시아 계통 매미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나타
내는 증명서가 있어야 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 일본의 6개항 : 히로시마·오이타·사카미나미·
사카타·히치노헤·하코다테
AGM은 일본, 러시아 등에 분포하고 수목의 잎을
가해하여 황폐화 시키는 등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암컷은 종종 선박 불빛에 유인되어 선박
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 선박을 통한 동 해충의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발생국가인 미국과 캐
나다는 발생 지역인 일본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사를 하는 것이다.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
03년 8월 18일과 ’
06년

하는 선박에 대해서 AGM검사증명서(부재증명서)
가 없을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의 항구에 입항하기
받게 된다고 알렸다. 부재증명서의 발급은 미국과
캐나다가 증명기관으로 인정한 일본의 제3의 증명
기관(식물검역기관이 아님)이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인정된 증명기관은 다음
과 같으며, 증명서가 필요한 한국 선박은 증명기관
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일본검정협회(연락처 : 81-3-3449-2461)
- 전일본해사검정협회(연락처 : 81-3-5765-2125)
- 일본해사검정협회(연락처 : 81-3-3454-7633)
- 일본화물검수협회(연락처 : 81-3-3543-3218)
- 일본곡물검정협회(연락처 : 81-3-3668-0911)
- 일본수출자동차검사센터(연락처 : 81-45-5218527)
이와 같이, 6월 1일부터 동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의 고위험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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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검역요령 변경
미국 동식물검역소에서 국화흰녹병이 발생하는
국가산(한국포함) 국화 절화류의 수입규정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였다.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검역요령>

1. 적용품목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국화절화류는 다음과 같으
며, 동 국화절화류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
합되어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2. 생산장소 등록
가. 생산장소 등록 신청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화절화 생산장소 대표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
산장소 등록 신청서를 생산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식
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
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생산장소 확인 및 승인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생산장소 등록신청
서가 제출되면 10일 이내에 당해 생산장소에 국화
흰녹병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발생하지 않을 경
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미국 수출용 국화

● Chrysanthemum arcticum L.

절화 생산장소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국립

●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한다.

● Chrysanthemum indicum L.
● Chrysanthemum japonense Nakai

다. 등록장소 통보

● Chrysanthemum japonicum Makino

국립식물검역소장(국제검역협력과)은 미국 수출

●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 현황을 미동식물검역소

● Chrysanthemum pacificum Nakai

에 통보 한다.

● Chrysanthemum shiwogiku Kitam
● Chrysanthemum yoshinaganthum Makino

3. 재배지 검사

ex Kitam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yezoense(Maek.) Y. N. Lee.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zawadskii
● Leucanthemella serotina(L.) Tzvelev
● Nipponanthemum nipponicum

(Franch. ex Maxim.) Ki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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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장소 대표자는 매년 1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배지 검사신청서를 생산장소
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생산장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분기에 한번씩

생산장소 및 국화에 국화흰녹병이 발생하는지를 검
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배지검사결과 통
보서를 생산장소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다.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재배지검사결과
국화흰녹병이 연속하여 2회 이내로 발견된 경우에
는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생
산장소 등록 취소 통보서를 생산장소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free of Puccinia horiana.”
(선적화물 뿐만 아니라 생산 장소 검사결과 국화
흰녹병 검출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대표자는 미동식
물검역소 검역관이 국화흰녹병 무발생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생산포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주
변 포장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생산장소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장상자 표기

일본, 우리농산물 검역완화로
“수출애로 해소”

미국으로 국화절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일본 농림수산성은 ’
07.3.30일자로 식물방역법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서 상의 코드번호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식물 검역시 발견되어도

국화절화 포장상자에 표기하여야 한다.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을 기

5. 수출 검사 및 증명

존 149종에 20종을 추가하여 ’
07.4.12.부터 총 169
종으로 확대하였다. 추가로 지정된 20종 중에는 대
일 수출농산물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의 식물방역관은「수출식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긴털가루응애 등 17

물의 검역요령」
(식검예규)에 따라 검사단위를 구성

종(’
97∼’
05년 검출된 3,964건 중 827건으로 약

하여 포장된 국화절화를 검사하고 포장박스에 코드

21%차지)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일 주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식물방역관은

요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배추, 국화 등의 수입 검

당해 화물이 미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맞으면 다음

사에서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확

사항을 부기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대되고 수출농가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

교부한다.

대된다.

“The place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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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중화민국 수입식물 또는 식물성산물
검역규정 일부 개정 예고
’
07. 5. 23. 대만은「중화민국 수입식물 또는 식
물성산물 검역규정」개정안을 공고하고 14일간 의
견을 수렴하였다.

- 병 : poinsettia branch-inducing
phytoplasma 삭제

일본의 목재포장재 관련 정보
일본은 현재 목재에 대해 금지수종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목재에 대해 수입 검사 또는

>> 개정내용

ISPM NO 15에 따라 MB훈증이나 열처리 후 마크

수입금지 식물 또는 규제지역 관련

를 표지토록 하고 있음.

- Citrus spp., Fortunella spp., Poncirus

- 파레트만 수입하는 경우에도 ISPM NO 15 마크

spp.속 식물의 규제지역에 멕시코 추가
- Golden nematode 기주식물에서 Oxalis

tuberosa 삭제, 규제지역에 오만, 터키, 슬로
바키아, 세르비아, 멕시코, Liechtenstein 추
가, 캐나다 퀘벡지방 삭제

표시가 필요함.
- ISPM NO 15 표시가 있는 경우 수입검사는 면제됨.
- 금지수종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SPM NO
15 표시가 없을 경우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 Phytophthora ramonum 기주식물 부위에서
수피 없는 원목 등 제외 등

캐나다, 전자위생증 관련 규정 시행

수입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 수입요건 관련
- 지중해과실파리 규제지역에서 호주 삭제, 스페
인 추가
- Asian longhorned beetle 규제지역 중 미국,
캐나다 지역범위 변경
수입 검역과정 중 발견되면 검역 처분 되는 검
역병해충 관련
- 해충 : Bactrocera latifrons 추가,

Carposina niponensis 삭제
※ Carposina niponensis는 조건부 수입
허용 목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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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식품검사청은 3월 27일 전자위생증 관련
규정을 시행함.
외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캐나다식품검사청으로
전자위생증이 송부될 경우에는 수입자가 위생증 원
본을 송부할 필요가 없음.
동 규정을 시행함으로 인해 위생증 조회 및 송부,
위조 등의 우려가 줄어들게 될 것임.
동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차를 강화 한 것이
며, 수입자는 여전히 위생증 원본을 제공해도 무방함.
동 규정 시행은 무역상대국과의 무역활동 증진을

위한 캐나다식품검사청의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2007.4.26.전에 선적된(위생증 기준) Penalolen, La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간의 전자위생증명시스템 개

Florida, San Bernardo, Puente Alto 및 La Pintana

발의 일환임.

지역산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중 저온처리 효과(농림
부 고시 2006-26호 및 27호 규정)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시 저온처리 또는 MB 훈증 조치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인도네시아산 쟈스민 묘목에서
금지해충 검출
국립식물검역소는 인도네시아산 쟈스민묘목에서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칠레 M(수도권)
구역 Santiago시의 La Granja 지역에서 지중해과
실파리가 발견되어 규제지역(발견지점 반경 7.2km
이내 지역)을 설정하였다는 칠레측의 통보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6-26호, 제2006-27호의 규정에 의거 칠레
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된 5개 수출재배지역
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출재배 5개 지역
- Penalolen, La Florida, San Bernardo,
Puente Alto, La Pintana
●적용일자 : 위생증 기준 2007. 4. 26일
선적분부터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 선충이 검
출되어 ’
07.6.11.부터 동 해충의 분포지역산 쟈스민
묘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발견된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 유입시 파인애
플, 과채류, 화훼류 등 생식물의 지하부에 큰 피해를
주는 선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해충으로 지
정 관리하여 동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수입 쟈스민묘목에서 수입금지해충
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며, 동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포
지역산 쟈스민 묘목에 대하여 기존의 수입금지식물
에 추가 지정하였다. 쟈스민은 물푸레나무과 영춘화
속의 식물로 상록관목이며 전세계의 열대에서 아열
대에 걸쳐 400여종이 분포하고, 특히 아프리카·동
남아시아·태평양 여러나라 등에 많다. 바나나뿌리
썩이선충은 내부기생선충으로 뿌리내리는 식물체,
흙, 관개수, 농기계 등에 의해서 전파되고 선충에 침
해를 받으면 뿌리가 장해 받아 수세가 약해지고 잎
이 적어지면서 잔가지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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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병해충 | 감자걀쭉병

05 수입금지병해충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걀쭉병

북아메리카 : 전지역

▶▶이명
Tomato bunchy top virus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남아메리카 : 전지역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Australia

▶▶일반명

Northern Territory

영명 : Potato spindle tuber, PSTVd(약칭)
국명 : 감자걀쭉병

▶▶생태
▶▶분류학적 위치

진딧물, 특히 감자수염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와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Viroids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다른 해충(Eupteryx

atropunctata, Empoasca flavescens, Lygus

▶▶기주
주 기주는 감자이다. 그러나 이병은 토마토 고추

pratensis, Leptinotarsa decemlineata)이 매개

등 다른 Solanum sp.에도 영향을 준다. 실험적으

충으로 암시되어졌으나 기계적 전염이 쉽게 일어나

로는 다른 과의 몇몇 종을 포함하여 가지과

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들의 실험환경은 지금 의심

(Solanaceae)에 넓은 기주범위를 나타낸다. 고구마

을 받고 있다.

(Ipomoea batatas)와 avocados(Persea

이 병은 포장에서 건전식물과 병든 식물체, 트랙

americana) 그리고 Solanum muricatum은 최근

터의 바퀴, 절단칼 등의 접촉에 의해 기계적으로 쉽

에 기주로서 보고되었다. EPPO 지역에서는 감자

게 전염된다. 바이로이드는 식물체내의 엽모(leaf

와 토마토가 주 기주이다.

hairs)에서 제일 높은 농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토마토 식물체안에서 바이로이드는 사부를
통해 빠르고 전신적으로 접종한 잎에서 활발히 생

▶▶분포국가
EPPO지역 :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시아 : 중국, 인도, 아프카니스탄, 터키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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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조직으로 이동한다. 감자 식물체안에서 바
이로이드는 꼭대기 잎과 괴경에서 매우 쉽게 발견
된다.

▶▶종자전염
PSTVd 바이로이드는 화분과 배주(胚珠) 모두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생기고 중앙부 위의 잎은 황화한다. 병징이 심한
만성적 단계에서는 전체식물체가 위축되고 꼭대기
잎은 작고 빽빽하게 달리고 중앙부의 잎은 죽는다.

감자에서 진정종자(배, 胚)를 통한 전염은 품종에
달려 있는데, 전염율은 0에서 100%까지 보고되었

▶▶병징사진

다. 토마토 종자에서 7.9∼11.1%의 전염율이 보고
되었다.

▶▶병징
감자
포장에서 잎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잎차례가 그
식물체 바로 위에서 볼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잎은
약하고 똑바로 서며, 종종 정상보다 어두운 녹색이

감자에서의 감자걀쭉병 병징 : 왼쪽(건전), 오른쪽(이병)

고 약간 주름이 진다. 줄기의 꼭대기에 색소의 집적
이 있고, 보통 끝쪽의 작은 잎이 위쪽으로 말리는
것이 나타난다. 액아(腋芽, axilary bud)가 분열 증
식하여 빗자루병징과 비슷하게 된다. 식물체는 위
축된다. 괴경은 작고, 길어지고, 원통형, 방추형 또
는 아령모양으로 돌출된 눈이 괴경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발아는 건전한 괴경보다 느리다.
토마토
잎의 황화와 줄기의 왜생이 관찰되며 줄기가 시
계방향으로 휘어지면서 자란다. 작은 잎의 주맥이
괴사하여 꼭대기 잎이 상편생장(eponasty)과 주름

수경재배 토마토에서의 감자걀쭉병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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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Conchaspis angraeci Cockerell
인도네시아산 쉐프레라묘에서 검출된 해충

● 육안 특징 :

깍지(scale cover)는 끝이 약간 뭉뚝한
원추형임 (그림 1).
중부지소 조사과
지정연
jyji@npqs.go.kr

● 개요 : 2007.3.15. 중부지소에서

인도네시아산 쉐프레라묘에서
검출
● 현장검사자 : 권순일, 이재홍
● 학명 : Conchaspis angraeci Cockerell
● 일반명 : Angraecum scale
● 분류학적 위치 :

Hemiptera (노린재目),
Coccoidea (깍지벌레上科),
Conchaspid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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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표본 특징(암컷성충) : 긴 타원형이며 몸

길이는 약 1.2㎜임 (그림 2). Pseudo - pygidium
은 경화되어 있으며 (그림 2A,3A), 더듬이는 4
마디, 다리는 3쌍이며 발톱(claw)에 이모양 돌
기(denticle)가 있음 (그림 5D). 등면(dorsal
surface)에 ocellar spots가 있으며 (그림 4C),
가슴과 복부가장자리 센털(setae)은 가늘고 김
(그림 3). 뒷가슴배면(ventral surface)에 크고
경화된 피부함입(dermal invagination)이 있음
(그림 2B,3B)

● 분포 : 아프리카, 중남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동남아시아 등

● 참고문헌 :
·Ben-Dov, Y. 2006. A systematic
catalogue of eight scale insect

● 기주 : 광식성(Polyphagous: 25개科 53개屬 식물)

families (Hemiptera: Coccoidea) of
the world. Elsevier. 368pp.

● 생태정보 : 현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는 없음.

·Takagi, S. 1997. Further material
of Conchaspis from Southeast Asia

● 경제적중요성 : Reunion(아프리카 남부에 위치)에서

바닐라(Vanilla fragrans)의 해충으로 보고

(Homoptera: Coccoidea:
Conchaspididae). Insecta
Matsumurana ns. 53: 27-79.

그림 1~3. Conchaspis angraeci Cockerell, 인도네시아(중부지소 검출), 쉐프레라묘, III-19-2007:
1. 깍지, 2. 암컷성충, 3. 복부(Pseudopygidium), 4. 머리, 5.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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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병해충정보

07 해외병해충 정보
캐나다, blueberry maggot 규제지역 개정

● 동 조치는 중국 당국이 근래에 중국산 독성 개
사료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이후 FDA 등 미국

●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에 의해 시행 하고 있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강

는 blueberry maggot 조사 활동에 따라 동 해

화하여 중국산 쥬스, 치약 등이 반송 조치 된 것

충에 대한 규제지역을 업데이트함.

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음.

San francisco Chronicle지가 밝힘.

Nova Scotia - 전지역
New Brunswick - 전지역
Prince Edward Island - 전지역
Ontario - Charlotteville시, Wainfleet시,
온타리오주 남서부의 7개지역
Qubec - Trois-rivieres시
Emerald Ash Borer(EAB)

● 동 해충은 현재 캐나다 일부지역만 분포하며, 검
역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음.

미농무부, 캐나다산 물푸레나무 묘목 및
기타 관련물품 수입 제한
●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USDA APHIS)는 캐나
다산 물푸레나무 및 기타 관련 물품의 수입을 금
지 또는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발표함.
● 이는 물푸레나무를 가해해서 죽게 만드는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산 피스타치오에서 개미 발견
● 중국 검역당국은 보건상 이유로 캘리포니아산
농산물 및 미국 건강보조식품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함.
- 6월 8일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및 건포도가 중국 품
질기준에 미달하여 폐기·반송됨.
- 6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산 피스타치오에서 개미가
발견되어 하역 금지 조치됨.

Emerald Ash Borer(EAB)의 인위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것임.
● APHIS는 캐나다에서 Emerald Ash Borer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주식물인 물푸레나
무의 묘목, 식물, 원목 및 수피가 있는 목재의 수
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7 CFR part
319,“Foreign Quarantine Notices,”
의 규정을
개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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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ald Ash Borer는 아시아가 원산지로, 미

- 병징, 항원항체 반응, 병원균 형태, 핵산 염기서열

시건주의 몇 카운티와 캐나다 온타리오의 소규

분석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토마토밭에 PZSV가

모 지역의 물푸레나무에서 처음 발견됨.

존재함을 확인함.

● 미농무부는 미시건주의 13 카운티에서 동 해충
이 발견된 바, 동 지역에서 다른 주로의 물푸레

모로코에서 배화상병(Erwinia amylovora)
첫 발견

나무의 이동을 제한했음.
● 모로코의 북미식물보호기구(NPPO)는 최근 유럽
● 이 해충은 일리노이, 인디아나, 메릴랜드, 오하
이오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조치가 취해 졌음.

식물보호기구(EPPO) 사무국에 모로코에서 배화
상병(Erwinia amylovora)의 첫 발견을 보고함.
- 2006년 5월, 배화상병과 같은 징후가 Meknes
지역에 위치한 한 과수원의 배(Pyrus communis),
사과(Malus domestica)와 모과(Cydonia oblonga)

미국 토마토에서
Pelargonium zonate spot virus 첫 발견

나무에서 관찰됨.
- 실험실에서 샘플을 테스트하였고 동 병원균의 존재
가 확인됨.

● 미국 토마토에서 Pelargonium zonate spot

virus(PZSV)가 처음으로 발견됨.
- 200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Yolo 카운티의 7 에
이커 토마토 밭에서 Pelargonium zonate spot

virus(PZSV)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100주 이상의
토마토(Lycopersicon esculetum Mill.)가 관찰되었음.
- Beta macrocarpa(명아주과 일종), Chenopodium

amaranticolor(명아주속 일종), C. capitatum, C.
quinoa, Cucumis melo, Cucurbita pepo,
Tetragonia expansa(석류풀과 일종)에서는 국부

● 해당 검역당국은 동 병원균을 박멸하고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의 식물위생조
치를 시행하였음.
- 감염된 모든 나무(43ha 과수원)를 폐기하고 태웠음.
- 감염된 과수원은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함.
- 기술자, 재배자, 양묘장 관리자들을 위한 동 병원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함.
- 과수나무 생산지역에 대해 특히 개화시기동안 조사
가 계속 이루어질 것임.

반점이 나타났고, Capsicum annuum(고추속 일
종), Chenopodium murale, L. esculetum,

● 모로코의 북미식물보호기구(NPPO)는 모로코에

Nicotiana benthamiana(담배속 일종), N.

서 공식적으로 배화상병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

clevelandii, N. glutinosa, N. tabacum, Physalis

이며, 박멸조치 하에 있다고 최종 보고하였음.

floridana(꽈리속 일종), P. wringhtii에서는 전신 감
염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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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사연구사업
수입 오렌지에 대한 HCN 품목적용확대 시험

II 목표
방제과
박민구
mgpark@npqs.go.kr

● 수입 오렌지에 대하여 HCN(하이드로겐시아나
이드)의 약효·약해시험, 잔류시험을 실시하여
품목 적용확대
● 수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식물검역 소독

I 연구배경
● 수출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식물검역용 약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MB(메칠브로마이드)는 몬
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

기법 개발

[시험 1]
수입 오렌지에 대한 HCN 약효·약해시험

되어 사용 규제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약
해가 발생되어 대체약제 개발의 필요성 대두

III 재료 및 방법
● 특히, 수입 오렌지는 2005년 기준 128천톤을 수
입하였고, 이중 전량 사전 소독 처리하는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량은 118천톤으로 국내 MB 사용

가. 시험 재료

량의 10%인 100톤 사용되고 있음.
● 시험품목 : 오렌지(남아공산)
● 또한, 수입오렌지에 대한 MB 처리시 약해 발생
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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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시 충 : 귤가루깍지벌레, 화살깍지벌레
각 900마리

- 시험전날 각 50마리씩 통기가 되는 공시충 상
자 9개통으로 분배하여 오렌지 박스내에 투입
● 공시작물 : 오렌지 1,120박스(청산용 1,080박스,
MB용 40박스)

처 리

투약량

시간

무처리

-

-

MB(대조구) 40g/㎥ 2시간
청 산

공시충 공시작물
훈증온도
투입여부 투입여부
여

여

16

6box/0.5㎥

10~20

90box/7㎥
(용적율
19.3w/v %)

여

여

3g/㎥

1시간

여

여

6g/㎥

1시간

부

여

● 공시약제 : Hydrogen cyanide 훈증제
● 기타물품 :

비 고

● HCN은 디스크로 투약, MB는 가스상태로 투약

- 7㎥훈증상 6개, 방독면, 방독면정화통(MB,
HCN), 가스농도측정기(FI-21형), 가스채취기,

다. 조사 항목

가스검지관(HCN용), 디지털온도계 등
● 가스농도 측정 :

나. 시험 방법

- 청산 : 투약 15분, 30분, 45분, 60분후 측정
- MB : 투약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후 측정

● 수 행 자 : 총 8명
- 식물검역소(3명) : 방제과 박민구, 허종영, 중
부격리재배소 성보경
- 진원무역(2명) : 공시작물 공급
- 방제업체(3명) : 투 개방 보조
● 시험기간 및 장소
- 청산 약효·약해시험 : ’
06. 10. 17.∼ 10. 28.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투약일시 : ’
05년 10월 17일 오전 8시(1차),
10월 18일 오전 8시(2차)
● 처리구 : 4처리구(3반복) 2회 = 총 24처리구

● 고내온도 측정 : 투약 1∼2시간동안 측정
- 측정결과 : 1차(11.3∼11.5), 2차(16.2∼19.1)
● 약효조사 : 개방후 1, 2, 3일째 사충율 조사
- 화살깍지벌레는 사충확인이 어려우므로 조사
기간 연장
● 약해조사 : 개방후 1, 3, 5, 7일째 약해 조사
- 오렌지의 당도, 경도 및 변색 여부 조사
당도, 경도는 처리구별 5개씩, 변색은 처리구
별 10개씩 조사
- 시료보관 : 상온에서 저장(17∼20)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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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험 결과
1. 처리구별 가스농도측정치 및 CT적
1차(10.17.)
처 리

경과시간별 가스농도측정치(ppm)
15min

30min

45min

60min

90min

120min

환기 1시간후

CT적*
(g h/㎥)

무처리

-

-

-

-

MB 40gⅠ

33g/㎥

32g/㎥

-

32g/㎥

31g/㎥

30g/㎥

-

55.13

MB 40g Ⅱ

40g/㎥

40g/㎥

-

39g/㎥

38g/㎥

37g/㎥

-

67.75

MB 40g Ⅲ

47g/㎥

47g/㎥

-

46g/㎥

45g/㎥

44g/㎥

-

80.0

HCN 3g I

800

1,000

900

800

-

-

<10

0.76

HCN 3g Ⅱ

500

600

900

600

-

-

<10

0.58

HCN 3g Ⅲ

1,000

1,000

1,000

800

-

-

<10

0.81

HCN 6g I

1,000

1,000

1,800

1,700

<10

1.17

HCN 6g Ⅱ

1,600

1,800

1,800

1,500

<10

1.45

HCN 6g Ⅲ

1,500

1,800

1,800

1,700

<10

1.46

계산법 : (T n+1 -T n)

-

(Cn + Cn+1) / 2 (C : 농도, T : 시간)

2차 (10.18.)
처 리
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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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시간별 가스농도측정치(ppm)
15min

30min

45min

60min

90min

120min

환기 1시간후

CT적
(g h/㎥)

-

-

-

-

-

-

-

-

MB 40gⅠ

44g/㎥

43g/㎥

-

42g/㎥

41g/㎥

39g/㎥

-

72.88

MB 40g Ⅱ

43g/㎥

42g/㎥

-

41g/㎥

39g/㎥

38g/㎥

-

70.63

MB 40g Ⅲ

46g/㎥

45g/㎥

-

44g/㎥

42g/㎥

41g/㎥

-

75.88

HCN 3g I

800

1,000

1,000

800

-

-

<10

0.79

HCN 3g Ⅱ

400

700

1,000

1,000

-

-

<10

0.69

HCN 3g Ⅲ

1,000

1,200

1,200

1,000

-

-

<10

0.96

HCN 6g I

2,800

2,200

2,000

1,700

-

-

<10

1.81

HCN 6g Ⅱ

1,000

1,200

1,700

1,800

-

-

<10

1.21

HCN 6g Ⅲ

1,500

1,500

1,500

1,500

-

-

<1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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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효 조사 결과 : 공시충 생충율
1차(10.17.)
처 리

무처리 Ⅰ

무처리 Ⅱ

무처리 Ⅲ

HCN 3g Ⅰ

HCN 3g Ⅱ

HCN 3g Ⅲ

MB 40g Ⅰ

MB 40g Ⅱ

MB 40g Ⅲ

개방후 생충율(%)

공시충
1일후

2일후

3일후

5일후

귤애가루깍지벌레

100

100

100

100

화살깍지벌레

100

100

100

100

귤애가루깍지벌레

100

100

100

100

화살깍지벌레

100

100

100

100

귤애가루깍지벌레

100

100

100

100

화살깍지벌레

100

100

100

10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귤애가루깍지벌레

0

0

0

0

화살깍지벌레

-

-

0

0

※ 화살깍지벌레는 2일까지는 사멸확인이 어려웠으나, 3일후부터는 충체가 흑색으로 변색되며, 수분이 소실되어 사멸
판단 가능하였음.
※ 2차(10.18) 시험에서도 HCN, MB 처리구 공히 100% 사충률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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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해 조사 결과
가. 변색율 조사

나. 경도 변화 조사

다. 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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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적요 및 고찰
● HCN 기준량 및 MB 처리한 화살깍지벌레 및 귤애가루깍지벌레는 모두 100% 사멸되었음.
● HCN 기준량 처리한 오렌지는 7일후까지 약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MB 처리구 및
HCN 배량구에서는 일부 약해가 발생되었음.
- 약제 처리한 오렌지의 경도 및 당도의 경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변색 오렌지의 발생

사진 1 7㎥ 훈증상 및 오렌지

사진 2 훈증상에 오렌지 적재

사진 3 오렌지 상자내 공시충 투입

사진 4 HCN 투약

사진 5 훈증 중 HCN 농도 측정

사진 6 훈증 후 배기

사진 7 약해조사를 위하여 오렌지 보관

사진 8 당도 측정 등

사진 9 오렌지 변색 (HCN 6g/㎥ 7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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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500g) : 2.5%(w/v)

[시험 2]
수입 오렌지에 대한 HCN 잔류 시험

- 주석산용액(순정화학주식회사 : 일본, 특급,
500g, Tartaric acid, 분자식
COOHCH(OH)CH(OH)COOH) : 10%(w/v)
- 염화나트리움(순정화학주식회사:일본, 특급,

VI 재료 및 방법

500g) : 용량분석용 표준시약
● 실험기구

가. 시험 재료
● 공시약제
-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HCN), 액상(고체디스

- 청산증류장치 : 주문제작
- 10ml 마이크로 뷰렛 : 최소눈금 0.02ml(제조사 독일)

나. 시험 방법

크에 침착), 98%
- 원제제조원 : Detia-Degesch
● 공시작물 : 오렌지
● 시약

● 약제 처리
처리횟수

시료채취시기

처리약량 및 시간

무처리

개방후 즉시

-

1

개방후 2, 4, 8, 24, 48시간

3g/㎥, 1.0시간

- 암모니아수(약리순약주식회사 : 일본, 특급, 1 )
- 요드화칼리움용액 : 2%(W/V)(신요순수화학 :

● 분석성분 : Hydrogen Cyanide

일본, 특급, 500g)
- 0.1N-질산은용액(신요퓨어케이컬 : 일본, For
Volumetric Analysis, 특 급 , 500ml,
factor=1.000)
- 탄산나트리움·초산연혼합용액 : 탄산나트리
움 200g(약리순약주식회사 : 일본, 특급, 1kg)

● 분석부위 : 오렌지 전체
● 분석법 개요
- 세절한 오렌지에 주석산을 가한후 수증기 증류
하여 발생한 HCN을 알칼리수에 포집한 후
AgNO3 용액으로 적정

과 초산연 20g(카타야마화학공업주식회사 :
일본, 특급, 500g, 분자식 Pb(CH3COO)2·
3H2O, Lead Acetate)을 각각 물에 용해시켜

- 회수율은 시료 100g에 시안이온농도가 5,

이들을 혼합해서 1 로 희석한다. 사용시에 잘

10ppm으로 될 수 있도록 시안화표준용액 각

흔들어 혼합시켜 사용한다.

각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 수산화나트리움용액(관동화학주식회사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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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VII 조사연구결과 및 고찰
가. 결 과
<참고문헌>
● 분석법의 회수율 및 검출한계

1. Jennifer L. Sharp 등, 1994, Fumigation, Quarantine
Treatments for Pests of Food Plants. pp. 67-88

분석대상

오렌지

회수율 (%)

첨가농도
(ppm)

반복1

반복2

반복3

평균

5

91

82

86

86

10

82

86

86

85

검출한계
(ppm)
0.216

2. JPQS, 1998. fumigation practice -Hydrogen cyanide
fumigation. Theory and practice of plant quarantine
treatments. pp. 84-86
3. FAO, 1969. Modern fumigants-hydrocyanic acid,

● 식물체내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의 잔류량
처리횟수
무처리

1

개방후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의잔류량(㎎/㎏)
경과일수 처리1 처리2 처리3 평균
-

<0.216 <0.216

<0.216

<0.216

잔류허용량
(㎎/㎏)

Methyl bromide, Manual of fumigation for insect
control pp 104-144
4. 秋山博志 등 1977. 植物檢疫くん蒸された輸入農産物中の
殘溜くん蒸製. 植物防疫所調査硏究報告 p38∼46

2시간

1.728

1.512

1.512

1.584

5(일본환경청)

4시간

1.296

1.512

1.728

1.512

50(미국, 감귤)

8시간

0.864

0.648

0.648

0.720 25(카나다, 곡류)

24시간

0.432

0.432

0.648

0.504

48시간

0.432

0.432

0.432

0.432

5. Anon. 1967. Pesticide Analytical Manual Vol. 2
Pesticide Reg. Sec. 120. 13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6. 박민구 등, 2002. 수출 절화류에 대한 훈증제의 품목적용
확대시험, 2001년도 식물검역조사연구사업보고서, pp
20-28

나. 고 찰

7. 박민구 등, 2003. 수출 신선농산물에 대한 청산 품목적용
확대시험, 2002년도 식물검역조사연구사업보고서, pp

● 오렌지 시료의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HCN) 회

249-259

수율은 82∼91%이었고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0.216ppm이었음.
● 개방 2시간후 오렌지 시료의 평균 HCN 잔류량
은 1.584ppm으로 일본환경청 고시 잔류허용기
준인 5ppm보다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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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기고
멘토님, 당신은 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 배는 등대에 의지하여 운항합니다. 직장이라는 바다를
처음으로 항해하는 저에게 멘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규 교육 과정 중 멘토링 발표 대회 참관 기회가
있었다. 발표 대회를 보며‘나의 멘토는 누가 될
까?’
하는 기대감이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멘토링은 나에게
작은 설렘이었다.
나의 멘토인 이준익 선생님의 첫 인상은 아주 친

영남지소 검역2과
우정현
wjh801@npqs.go.kr

절하였다. 발령 받은 첫 날, 정해진 자리에 앉긴 했
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멀뚱 쳐

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개선점을 찾아 함

다만 보고 있던 나에게 먼저 오셔서 컴퓨터 설치도

께 해결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

해주시고 자리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셨다. 멘토링

각에 동의했다.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

결연식 이후 공식적으로 부탁할 사람이 생긴 나는

하기 위해서 멘토는 나의 새로운‘가족’
이 되어 주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하나에서 열까지 멘토에게

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방향은 정해 놓았지만 어

물어보기 시작했다. 사사건건 물어보는 내가 귀찮

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하기만 했다. 입사한지

기도 하셨을 텐데 한번의 싫은 내색 없이 친절히 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자가 정해져 있는 멘토링 활동

답해 주시는 멘토를 보며‘멘토링이란 제도는 참으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빨리 서로를 가족과 같이 생

로 편리한 제도구나...’이렇게 느끼곤 했다.

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계기는‘유서쓰기’
였다.

질문하면 대답해주시고 부탁하면 들어주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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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결연식 때 내가 멘토에게 받은 책인

업무를 알려주고...이렇게 무미건조했던 우리의 멘

Elisabeth K bler와 David Kessler의『인생수업』

토링을 우리만의 멘토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기

에서 추천해 준 방법이었다. 서로의 유서를 읽으면

가 필요했다. 멘토와 나는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통

서 나는 멘토를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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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받아들

하고 있는 방제계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과 계장님,

이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의 멘토링이 시작

나아가 영남지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는

된 것이다.

멘토였으며 나를‘가족’
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다. 내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맙다는 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Mitch Albom의

나 직장과 관련된 일이지만 마땅히 업무의 연장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이라는 책에는 이런

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상담하고 싶을 때는 망설

말이 나온다.「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첫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

‘가족’
일 뿐입니다.」식물검역소에서 만난 사람들,

조직 문화는 어색하기만 했다. 단순한 호칭부터 시

또한 언젠가 만날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가족인 것

작해서 직장예절, 상사를 대하는 법 등 모든 것이

이다.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내가 직장상

어려웠다. 듣기만 해도 나를 경직되게 만드는‘공

사, 동료를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가 있었을까...?

직자’
,‘청렴’
,‘혁신’
...이러한 고민을 선뜻 멘토에

다시 한번 멘토링 제도에 고마움을 느끼며 다음에

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가족’
처럼 대해준 덕

새롭게 나와 가족이 될 식물검역소 사람을 만나는

분이었다.

일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멘토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긴 했지만 내가 근무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길 고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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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애완용곤충 불법수입 특별단속
국내 애완용 곤충시장은 본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국내종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육
이 진행되다가 2001년 전후로 일부 곤충 마니아들
이 불법적으로 외국 곤충을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살아있는 외국 곤충이

서울국제우체국출장소
손주용
ssohnjy@npqs.go.kr

국내로 유입되면 식물·동물·미생물 및 비생물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고비용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곤충농장 및 판매상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식물검역소에서 수사한 외국곤충
수입관련 실적은 검찰송치 6건, 내사종결 54건 정
도로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피내사자들도
대부분 휴대나 우편으로 처음 수입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조치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도 불법적으로 수입 및 거래
를 알선하는 자들이 여러 인터넷 개별사이트 또는
포털 사이트에 속한 동호회(카폐)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외국곤충을 불법수입, 유통시키고 있기에 종
합적인 수사를 위해 ’
07. 4. 16일부터 5주간 외국산
애완용곤충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위해 본소 검역기
획과에 모여 한상진 팀장이하 팀원 검역기획과 박
용건, 위험평가과 서정우, 마산출장소 박문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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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백상한, 우체국출장소 손주용 등 총 6명이
팀을 구성하여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살아있는 외
국곤충 수입 및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첫째 주, 단서의 부재! 수사의 방향을 잡기엔 너
무도 단서와 증거가 부족하였다. 단지 우리소 홈페
이지에 간간히 올라오는 외국산 곤충 수입관련 인
터넷사이트 제보가 단속팀에 유일한 단서였다. 한
쪽에서는 외국산 곤충관련 인터넷사이트 조사를 실
시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에 외국산 곤충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의심이 갔던 대상자를 중심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외국산 곤충관련
인터넷 주요 개별사이트는 전국에 13개 사이트가
있었고 포털사이트 내 카페현황은 Daum(192개),
Naver(26개) 등이 활동 중이었다. 전국에 외국곤충
이 만연된 것으로 보였고 그중 혐의가 높은 4개

인터넷사이트를 수사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불법수입을 하였던 자들이 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C사에 홈페이지를 집중 조사
키로 하였다. C사의 사무실 상황과 외국곤
충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장
에 직접 잠입했었고, C사의 서버를 조사하
기 위해 경찰청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조
사방법을 문의하였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와 앞으로 수사방향을 의논하는 등 이렇게
첫 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둘째 주, C사의 서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및 조사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수사방향을 변경하고 C사
수사는 좀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돌입하기
로 하고 현재 외국곤충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카페중“함
∼”
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포털업체
와 동사무소의 협조로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
하기 시작하였고 카페에서 외국곤충 사진과
글을 캡쳐하여 증거확보에 노력을 하던 중

외국곤충 인터넷 화면캡쳐

외국곤충을 자랑하듯이 올려놓은 K씨를 용의선상
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화면캡쳐 중“I”
PC방 원주본점을 확보하고 무작정 원주로 출발하
게 되고 PC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음식점 협조로 수사팀은“I”
PC방에 도착하게 되었

다. 여기서 첫 번째 피의자를 만나게 되고 진실 확
보를 위해 마음을 열게하는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
다. PC방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자택조사를
실시하였고, 거실부터 방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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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를 한 기간이었다. K씨에서 파생된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던 중 Daum 카페“D
∼”운영자가 자주 거론되기 시작한다.
그 카페는 비공개 카페였고 내용도 진지하
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
사관 직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단지 인하대
대학원생이라는 단서로 인하대학원사무실을
헤메고 다닌지 수여시간 드디어 L씨를 만나
게 된다.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운 눈치였으나
바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대처하였던 모습
이 지금도 생생하다. L씨와 대화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L씨의 진실인 것 같은 눈빛과 화
술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
로 현재까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D
∼”
비공개카페를 같이 검색하자고 제안을 했
고 인하대 공동 컴퓨터실에서 L씨와 함께 조
사 도중 L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mail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지
외국곤충 위장수입

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 곤충을 전량 압수조치하고 거래한 회원들의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그 눈빛과 화술을 제압하기

리스트를 확보하여 복귀하였다. 이때부터 수사가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했기에 백여명 모여

활기를 띠며 첫 번째 피의자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

있는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산되어 있는 회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술한 진술서를 찢어버리면서“지금까지
장난하고 있는 거야! 계속 거짓으로 진술할 거야”
라

셋째 주, 이번 단속에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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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백여명의 대학생 시선이

모이게 되었고 수분간의 정적과 싸늘한 분위기를

다음날 피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하는 말이 지

뒤로 한 채 야외벤치로 이동하여 재조사를 실시하

금까지 아버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적이

게 되었다.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게하였고 자택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육하고 있던 외국곤충을

사를 위해 피의자와 단둘이 동승하여 피의자의 마

전량가지고 국제우체국출장소에서 세 번째 피의자

음을 움직여 모든 것을 신인하고 수사관들에게 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실된 진술을 말하게 됩니다.
다섯째 주, 지금까지 수사한 피의자 3명에 대해
넷째 주, 세 번째 피의자“N”
씨는 항공화물로 외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관련자 63명에 대

국곤충을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우편

해서는 내사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까지 외국산 곤

소포로 우선 외국곤충을 수입한다는 제보를 확보하

충 약 200여마리를 압수 폐기조치 하였다. 이번기

여 기획수사로 처리한 사건이다. 수입한 외국곤충

회에 외국곤충을 수입 및 유통한 자들에게 국립식

을 서로 거래하는 장소와 시간을 인지하고도 확실

물검역소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더

한 수입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기획하고 있

놀란 점은 외곤 사육 및 거래자들의 자진신고가 접

었다. 수입사실을 입수하고 국제우체국 협조로 일

수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사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

본에서 수입되는 소포전량을 정밀 검색하여 2건의

련자들과 카페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기에 얻은

외국산 곤충 수입물품을 적발하게 되었다. 소포 수

결과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외국산 애완용 곤

취인을 처음에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에

충 불법수입 단속관련 KBS 뉴스방송 및 동아일보

서 특별단속이 심하다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서울에

등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사는 아버지 거주지로 수취 장소를 옮겼다. 단속팀
은 주소지에서 잠복근무하게 되고 23시경 N씨의

이번 수사를 요약하면 상대방 마음을 열게하여 스

아버지를 만나 상황설명을 하니 약간은 알고 있는

스로 자백을 유도한 수사로 압축할 수 있겠고 이러한

눈치였으나 외국곤충 수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

단속팀 수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

지 못한 것 같았고 N씨와의 대면을 요청하였으나

속팀 구성으로 외국곤충 불법수입을 사전에 차단하

아버지 인지라 N씨와의 대면을 거절당하고 다음날

고 곤충산업종사자, 곤충마니아 및 학생 등에 식물검

전화를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후 새벽녘에 철수하

역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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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식물검역전문가 연수사업
ASEAN 식물검역전문가 연수사업? 국제검역협력
과에 발령을 받던 날, 내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였다.
국제 업무에 완전 초보인 내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나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국제검역협력과
유창목

우선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bandy@npqs.go.kr

전년도 사업계획~결과까지 하나하나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하였다. 하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만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리적인 부담

어찌되었든 사업은 무사히 끝났다. 이제부터 지난 연

감은 더해가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

수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끌

기고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었다.

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하나 그 연결고리를

5월 28일 아침, 드디어 연수생의 입국을 시작으로
2주간의 연수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20명의 또 다른 친구가 생겼다.

지 않고 서먹서먹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우리의 식물검역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
하였다. 또한 3일간의 현장견학(중부, 영남, 중부격
리재배관리소)은 연수생들에게 우리의 검역기술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
며, 특히 PDA를 이용하여 검사결과를 현장처리하는
모습은 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이 연수사업은 식물검역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요, 우리소의 위상을 대외

1⃞ 개회식

적으로 알리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며, 또한 ASEAN 회원국과의 우호협력관
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 자부한다. 우리소 구
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근원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3개월이 꿈만 같고, 아직도

46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2⃞ 환영오찬

3⃞ 강의 (국제검역협력과장)

4⃞ 중부격리재배관리소

5⃞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온실 견학)

6⃞ 중부지소

7⃞ 중부지소 (PDA 시범)

8⃞ 영남지소 실험실

9⃞ 현장견학 (영남지소)

[10] 문화체험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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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현지검역 후기

돌이켜 보면 준비할 때부터, 비행기 오를 때，돌
아올 때까지 설레임 보다는 많은 걱정이 먼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걱정이 무엇에 대한 걱정인지
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면서 크나큰 중압감에 사로

중부지소 검역2과
백종민

잡혀있었다.

jmbaik@npqs.go.kr

이륙과 동시에 위성사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
리나라가 보이더니 이내 사라지고 바다를 건너 ３
시간 반만에, 현지시각으로 １２시쯤 마닐라 니노

업무가 시작된 첫날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였지

이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해 보니 현지는 이미 여

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오기 전 교육받은 것과 인

름이 거의 다된 날씨였지만 온갖 겨울복장을 하고

계인수 받으며 생겼던 의문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있는 우리를 필리핀 검역관이 한국 검역관에게 안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접함으로 왠지 구슬

내해 주었다.

이 꿰어지듯이 정리가 되는 인상을 받았다．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이동하면서 느낀 것은 도시

필리핀산 망고는 점검을 마친 증열처리 시설에서

의 색이 활기찬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어둡다는 생

４６ 에서 １０분간 처리한 후, 수출검사를 거쳐 수출

각을 했다. 몇몇 이유를 현지인에게 들었지만 정확

하게된다.

한 이유는 돌아올 때까지 의문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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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닐 라 에 는 Diamond-star, Hi-Las,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필리핀 검역소 사무실이

Marsman 그리고 DHM 4개의 VHT회사가 있다.

었다.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한결 나의 마

Hi-Las와 Marsman 회사는 많은 물량을 일본으

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과

로 수출하며 Diamond-star는 오히려 많은 물량을

추후 일정등을 이야기 하고, 시설을 돌아보며 인계

한 국 으 로 수 출 하 고 있 다 . 추 후 Hi-las와

인수받는 동안 출발하기 전의 걱정, 과연 내가 그동

Diamond-star는 미국 수출 물량도 소화하고 있었

안 지내오신 검역관들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다. DHM의 경우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이

생각은 더욱더 증폭되었다.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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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에서 한번의 증열처리에 한국 물량만 단

필리핀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우리처

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나라의 물량이 섞어

럼 사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는 늘 따뜻하기 때

서 증열처리하다 보니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세세

문에 길거리 여기저기 누워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

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에는 일본,

게된다. 집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꼭 길거리에 누

미국，필리핀 검역관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경

워있는 광경이 목격된다. 꼭 악작같이 집을 구해야

우가 더러 있었다. 이런 도중에 의견을 이야기하며

만 한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처럼... 그런것을 보면

이견을 하나로 좁혀가는 과정에서 외국과 토론하는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

것이 무엇이며 각국의 이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나라 사람에겐 부지런함을 자원이 풍부한 나라 사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일본

람에게는 약간의 게으름을...

검역관은 언어문제로 인해 필리핀 검역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필리핀에서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더 나
아가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생각하게 하는 또다시

어느덧 하루하루 증열처리, 수출검사를 반복하는

없을 귀중한 시간이었다．또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

생활이 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는 작은 검역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역관의

많은 검역소 직원과 검역관들을 만났다. 그 중 필리

자격으로 다른 나라의 현지검역을 맡는 영광을 주

핀 검역관들은 검역관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

시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주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신들의 수출에 크나큰 차

신 모든 분께 작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

질이 생긴다는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현지에 나온

니다.

검역관들 보다 더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나
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많은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특히 드라마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월등
히 앞선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 덕에
한국 검역관들은 한국에 대해 적어도 나쁜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지에 있는 일본 검역관과 언어소통
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대화를 못해본 것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로 타국에서 만난 타국인
이라는 이유로 좀더 친해질 수도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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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신규자과정을 준비하며
지난 3월 5일에 본소 방제과로 발령을 받아 식물
방역관 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는 지소에서 수출입
식물검역 업무만 담당하다가 본소에 와서 교육업무
를 담당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내심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걱정

방제과
한우혁
whhan@npqs.go.kr

도 되고... 아무튼 옛말에“盡人事待天命”
이라 하였거
늘, 최선을 다하면 어찌 하늘이 모른체 하겠는가?

광이기도 하지만 부담도 상당했다.(모든 일이 첫 단
추를 잘 꽤어야 하는데……)

3월이 가고, 4월이 가고, 식물방역관 교육계획에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신규자들의

따라 식물검역 실무과정, 식물검역 핵심인재 과정

이력이 보통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외국 유학이

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6.4∼

나 연수경험은 기본에다가 취미는 스키, 스노우보

7.27까지가 신규자과정 교육기간이니 교육계획을

드,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승마 등등이라는 소

세울 때가 된 것이다.

문까지……, 그 소문은 후에 사실로 밝혀졌음)
“세계 일류의 식물검역 구현”
과“21세기를 이끌

식물방역관 교육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 어

어 갈 식물검역 핵심인재 양성”
이라는 원대한 목표

디 있겠냐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제일, 진짜,

를 짊어지고 있는 내가 처음 착수한 일은 전년도까

정말 중요한 교육이 신규자과정 아니겠는가?

지의 신규자과정 교육을 되짚어 보면서 신규자과정
교육계획과 교육결과, 현장학습, 교육평가 등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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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이 극히 낮은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신규자

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방

들의 연령대로 보아 족히 30년을 공직에 몸담을 사

제과 내에서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고, 본소 직원

람들의 첫 교육을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분들의 충고 등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방

드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게다가 본소장님께서도

제과장님은 농업연수원의 근무경험과 다년간의 외

각별한 관심을 갖고계시니…… 개인적으로는 큰 영

부강의 경험 등으로 교육에는 베테랑 이셨고, 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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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서기관님도 교육업무에 山戰水戰 다 겪으신 분

신규자과정이 진행되는 요즘 밤에도 남아서 공부

이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규자과정의 밑그림

하는 교육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을 그릴 수 있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소를
이끌어나갈 생각을 하면 한편 뿌듯하기도 하다.

이번 신규자과정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공무원 기본 소양과목과 농정분야 과목을 더욱 강

우리 식물검역소의 미래가 되어 오랫동안 꾸어온

화하였고,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 등 유명 외부강사

꿈의 나래를 펼쳐나갈 2007년도 신규자과정 32명

를 초빙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의를 확대하였

의 교육생!!!!

다. 또한 검역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라고 썼던 한 교육
생의 자기소개서처럼 우리 식물검역소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최선을 다해서 신규자과정을 준비했지만 지금 다
시 생각해보면“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성공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기
원합니다.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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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첫발을 내딛으며
서로 어색한 눈빛만을 주고받으며 조용했던 강당
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기억난다.
사라져가고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장맛비가 그치

신선대출장소
김이경

고 뜨거운 태양만이 비추고 있듯 영원할 것만 같던

kimyk@npqs.go.kr

침묵과 어색함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동기애는 깊어
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게만 느껴졌던 8주
간의 교육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강당이 아닌 야외로 나갈 수 있는 현장학습시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나간 교육을 회상해 보려고

이 돌아왔을 때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

한다.

린 아이들이 소풍가는 것처럼 간식을 준비하고 시
끌시끌하게 버스에 올라타고 천리포수목원으로 향

떨리는 입교식을 마치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하였다. 그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고 더운 날씨였

새도 없이 두꺼운 법령집, 6권의 교재, 시간표 및

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추억의 한

각종 유인물과 바인더를 받은 후 곧바로 교육은 시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작되었다. 식물검역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공직
자의 자세, 인사제도 등과 같은 공무원으로써 갖추

천안대미수출배단지, 세계꽃식물원과 각 지소 방

어야 할 소양과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다.

문은 긴 교육동안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

2주차가 되면서 검역관으로써 바이블처럼 매일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봐야한다는‘식물방역법규’
에 대한 19시간의 강의
가 시작되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수업은 우리 모두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의 과장님들과 함께한 간부

에게 한번씩 발표해볼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긴장

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쉽지만은 않은 업무들에 대

속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되었다.

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검역관으로서의 책임감
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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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해충, 소독, 식물분류, LMO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우리들은 검역관으로써 필요한

있게 행동해야하는 검역관이 되었다는 부담감이 교
차하면서 머리 속은 복잡해져 갔다.

기본적이고 심도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

하지만 교육 기간 동안에 동기들과의 소중한 추

었다. 또한 검역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

억과 우리들의 어수룩한 행동들에도 항상 밝게 웃

항과 강사님들의 경험담은 우리가 검역관으로써 사

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던

회에 한걸음 내딛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

선배님들이 있기에 우리는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

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선으로 나가기 전에 좀

었다.

더 실질적인 검역업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
비를 통해 그 행운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한번 밖에 없는 신규자 교육을 마치면서 교육을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검역관이 되기

마쳤다는 기쁨, 정들었던 동기들과 헤어져야 한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

는 아쉬움과 슬픔, 더 이상 교육생이 아닌 책임감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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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기고
일본의 수입식품검역과 포지티브리스트제도

Ⅰ. 서 론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40%수준으로 여타선진국
서무과장
김홍우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연히 국내조달이
어렵거나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수

hwkim@npqs.go.kr

입에서 수입되고 있다. 2005년 기준 수입식품은
186만건, 3,378만톤, 농림수산물의 수입총액은

동 제도는 이전의 네거티브제도에 비하여 극단적으

7,657,413백만엔(약 696억불)으로 세계 최고 수준

로 강화된 제도로서 자칫, 이 제도에 대한 이해 없

이다. 특히, 2001년 홋카이도와 2003년도 미국에

이 일본에 대한 식품수출을 구상하고 있는 업체나

서 발생한 BSE, 2004년부터 발병한 조류인플루엔

수출업자의 경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자 등은 일본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심
리를 크게 고조시켰음이 확실하다.
일반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는 자연스레 수
입식품의 검역강화로 연결되어졌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2003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평가 실시를

는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역시스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지난해 도입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있어 만성적 적자국이다. 그러나 한류 등
과 연계된 식품분야의 경우는 우리하기에 따라 새
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

주관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할 벽은

품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정

맛과 질에서의 승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

하고 있는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적인 문제는 검역이다. 통관할 수 없는 물건은 기본

검역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소위 포지티브리스트제

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미

도를 도입키로 결정하여 지난해 5.29일부터 실시해

봉책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해도 충분한 안전성이

오고 있다.

담보되지 않는 식품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소개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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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폭탄과 같다.

아무쪼록 본고가 일본시장과 관련된 식품분야 종

③ 식품위생상의 위해(危害)발생방지를 위해 법 위

사자가 일본의 식품검역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반의 개연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법 제26조

되었으면 한다.

에서 정하는 검사명령 실시
④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이나 특정인에 의해 제조
된 수입식품의 식품위해성 방지를 위해 특히 필

Ⅱ. 일본의 수입식품 검역시스템

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 또는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실시 가능

1. 수입식품 감시 기본원칙

⑤ 법률 위반을 반복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법 위반
의 원인을 목적으로 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

2003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는 식품

여 행하는 영업정지 및 금지 조치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국내외 식품유통·

⑥ 수출국의 생산 등의 단계에서 법률 위반을 미연

공급과정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소재 각국 대사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관 및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국간 협의,

수출국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단계에서 수입 후

현지조사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수출국 위생대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적정한 조치를 취하

책 반영

도록 되어있으며 후생성과 일선검역소는 세관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

⑦ 수입업자가 식품사업자로서의 책무인 자주적 위
생관리를 취하도록 하는데 관련된 조치
⑧ 법 위반이 판명된 경우 폐기처분 등의 조치 강
구와 함께 위반사례공포와 수입업자 지도 등 재

① 법 제27조 등에 근거하여 신고한 수입식품 규격
의 법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기본적인 확인절차
수행
② 다양한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위생상의 폭넓은
감시를 위해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니터

발방지대책의 추진
⑨ 수입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 지자체 및 보건소에
대한 감시 지도와 함께 검역소와 지자체 등에서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호 연계를 통해 해당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 방안 강구

링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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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감시지도 실시항목

■ 잔류농약 등에 관해 동일의 수출국 또는 동일제조
자, 가공업자로부터 동일의 수입식품에 대해 모니

일본후생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감시
업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터링검사결과 복수에 걸쳐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② 검사명령의 해제
■ 수출국의 원인규명 및 그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

(1) 수입신고의 확인

농약 등의 관리상황 및 검사체제 강화 등이 확립

검역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신

되고 두 나라간의 협의, 현지조사, 수입시검사 등

고된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품 여부, 식품첨가물 및
규격적합성, 수출신고, 수출국 정부의 증명서, 수입
자의 보고서 징수 등에 대해 확인하는 등 법령의 철
저한 준수 도모

(2) 모니터링검사

을 통해 그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 잔류농약 등의 검사명령 대상품목으로서 2년간에
걸쳐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명령검사의
실시건수가 300건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명령의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일정기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적발되
지 않는 경우

① 통계학적 신뢰도를 유지하며 법 위반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 수를 기본으로 식품군별로 위반율, 수입
건수, 수입중량, 위반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검사의 검사건수와 검사항목을 설정
② 검역소는 본소가 수립한 연간계획을 토대로 자
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검사를 실시
③ 후생성은 생산국과 기타국가에서 수입식품에 대
한 회수 및 건강피해발생정보를 얻은 경우, 모니
터링검사 결과 및 지자체 감시지도결과 위반이

(4)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특정국과 지역 또는 특정인에 의해 제조된 수입
식품 등에 대해 당해 수입식품 검사건수 전체 5%
이상의 위반이 있고 계속해서 산지에서 동일 위반
품의 수입이 예상되어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생대신은 약
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수입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가능

발견된 경우 당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통상 50% 수준)

(3) 검사명령(100%전수검사)

3. 수출국 위생대책
후생성은 관련법규에 따라 수출국생산 등의 단계

① 검사명령의 발동

에서 미연에 법 위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출

■ 수출국과 일본에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

국위생대책을 추진한다.

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동일수출국, 동일제조자,
가공업자로부터 동일의 수입식품 등에 관해서는
즉시 검사명령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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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성의 영문판 홈페이지, 주일대사관, JETRO 등
을 통해 일본 식품위생규제제도의 주지

■ 검사명령대상품목 및 법 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품

5. 위반 판명시의 대응조치

목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이
국간 협의, 현지조사 실시
■ 후생성은 주요 수입국에 대해 안전식품수입과 관
련, 감시체제의 강화, 잔류농약검사시험방법 등의
기술협력 실시

4. 수입업자 지도

수입식품에 대한 위반 적발시의 대응요령은 다음
과 같다.

(1) 수입검사시 발견
■ 통관전인 경우에는 검역소가 수입업자에 대해 폐
기 반송 등을 지시
■ 통관후인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수입업자의 스스로의

지자체 등이 수입업자에 대해 회수 등을 지시, 다

책임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주검사의 실시

만 통관 후 물품이 전량 보세창고에 있는 경우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입업자

는 검역소가 통관 전 조치에 준하여 대응

지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국내유통과정 발견
■ 검사제도, 수입자의 의무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 지자체 등의 검사결과 위반이 발견된 경우 후생성

지도와 규격기준 개정, 검사강화 등 검역여건 변화

은 검역소에 위반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에 대한 정보제공

검사 강화 등의 조치 시행

■ 수입 전 수입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수입품의
약사법 등 관련 규정적합성 확인사항 지도
■ 수입 전 샘플검사지원 등에 의해 법 위반 사실의
사전확인 및 치유방안에 대해 지도
■ 최초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의 성분규격, 농약, 동물
용의약품, 첨가물 등 사용상황에 기초하여 법 적합
성 여부에 대한 자주검사 실시 지도
■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에 대해 법 위반시 언제
든 당해제품에 대한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록작성, 보전 지도
■ 수입식품표시의 적법성에 대해 지자체 등에 확인
할 것을 지도
■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수입업자의 식품위생에 관
한 지식향상 도모

(3)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업자 지도
■ 위반원인이 판명되는 대로 수입업자가 검역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후 3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도
■ 위반제품과 동일제품을 재차 수입하는 경우 원인
규명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수입업자가 현지에
서 자율적으로 확인

(4) 수입업자 제재
■ 반복적인 위반으로 국민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
라 영업금지 및 정지처분 조치
■ 기타 위반율 5% 수준으로 영업금지 또는 정지 검
토 대상이었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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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의 환기 실시

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

■ 검역소는 허위신고, 법 위반식품의 부정수입 등 위

으로 금지시키겠다.」
는 것이다. 농약 등에 포함된 규

반의 내용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수입업자를 고발

제대상물질은 ①농약, ②사료첨가물, ③동물용 의약

조치

품의 세 가지 종류이며 한편 규제대상이 되는 식품
은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식품이 해당된다.

(5) 위반사례 공표
■ 식품위생법 및 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수입업자
에 대해서는 명칭, 소재지, 대상수입식품의 위반정
보를 후생성, 검역소의 홈페이지에 1∼2주간 단위
로 공표
■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내용과 위반원
인에 대해서도 판명이 나는 대로 공표 조치

일본 후생성은 본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내용에 대
해서는 고시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인체에 해를 미칠 염려가 없는 양으로 후생성
대신이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
하는 양」
(이하 일률기준이라 칭함)을 설정하였는바

6.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

2005년 후생성의 고시에서는 일률기준을
0.01ppm으로 설정하였다.

후생성은 국민의 수입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해
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동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인체
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후생대신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계획, 감시결과 등을
공표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공청회 기타 검

지정한 물질」
(이하 대상외 물질이라 칭함) 65개 물
질을 고시로 지정하였다.

역소 국민견학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얻
기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식품안전감시요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등

셋째,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성
분과 관련된 규격으로서 758개의 농약 등 식품에
잔류하는 허용한도(소위 잠정기준)를 고시로 설정
하였다.

Ⅲ. 포지티브리스트제도
1. 제도의 개요

상기한 일률기준, 대상외물질 및 잠정기준에 대
해서는 관련내용이 방대하며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에 상세내용이 게재(첨부한 인터넷 주소 참조)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세부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간략히 요약하면 앞부분에
서 일부 언급한바와 같이「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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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요약하면, ①원

칙적으로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은 일률기준치

본 제도에 대해 종종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잔류

(0.01ppm)를 가지고 규제하며, ②식품중에 잔류하

기준을 정하지 않은 부분(799농약 등)에 대해서만

는 농약 등이 후생성에서 정하는 대상외물질인 경

규제가 있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는

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며, ③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포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개별적으로 법 제11

지티브리스트제도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해

조제1항에 기초하여 규격기준(2005년 12월 현재

당되는 것은 불특정다수 전체가 규제대상이며 잔류

799개 농약 등에 대해 식품별로 수 만개의 기준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설정되어 있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

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준치를 가지고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상기
799개 농약 등은 작년에 고시한 758물질 외에 고
시이전에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기본구조
현행 (2005.11.29현재)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이행후 (2006.5.29시행)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
(잔류기준)이 정해진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250 농약, 33 동물용
의약품 등에 잔류기준을
설정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
준)에 정해진 799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
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물질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까
지는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근
거하여, 농약처리법에 의한 기
준, 국제기준, 구미기준 등을
따른 잠정적인 기준 설정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양으로
서 후생대신이 일정량(일률기
준치)을 공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진 것을 공시
(특정농약 등) 65 물질

일정량(0.01ppm)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대상외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농약 등이 잔류해도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등록과 동시에 잔류기준설정
등, 잔류기준설정의 촉진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
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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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지티브리스트제도 관련
일반규칙의 정비

「불검출」
된 농약 등의 성분물질의 잔류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법에 의해 확인된 식품은 법 제
11조제1항 위반식품으로 취급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정
부는 제도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식품 첨가물

(3) 일반규칙 6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고시 370호)중 제1식

개정전의 일반원칙 6(개정전의 잔류기준)을 답습

품부분 A식품의 성분규격의 각 항(이하 일반규칙이

하고 있는 항목이다. 기존의 기준치 등에 관해서는

라 창함)」
에 대해서도 일부내용을 개정하였다. 이

금번의 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

하에서는 일반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였으나 국제기준의 설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식품분류를 신설하는 등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1) 일반규칙 1

개정하였다.

종전부터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해 왔으나 화학
적합성품인 항균성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식품
등을 식육(食肉) 식조란(食鳥卵) 어개류에 한정하여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해 왔었다. 그러
나 포지티브리스트제도도입에 따라 화학적합성품
인 항균물질에 대해서도 항생물질과 동일하게 모든

가. 식품분류의 수정
■ 일본정부가 실시한 국민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섭
취량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난「청경채」
「부
추」
및「죽순」
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된 식품으로 분
류하였다. 또한 향신료 및 허브에 대해서는 코덱스
규격으로 정비된 점을 고려하여 코덱스 정의에 맞
춰 수정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리는 향신료,

식품에 대해「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로 변경하

허브로 유통되는 것이라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였다. 다만 개별적으로 식품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않은 식품은「기타 향신료」
「기타 허브」
로 분류하

품목 등을 제외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 않고 종래와 같이「기타 야채」
로 분류하였다.

취급된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항균성물질의
범위도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나. 새로이 신설된 식품규격과의 정합성 유지
■ 새로이 기준을 신설한 농약 등과 종전부터 기준치가

(2) 일반규칙 5

설정되었던 농약 등이 분석방법에 따라 구별하기

모든 식품 중에「불검출」
로 취급되는 품목을 규

어렵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이들의 정합성 유지를

정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는 대상이 되는 품목
으로 15개 농약 등과 함께 시험법과 시험검체에 해
당되는 부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제시하
는 시험법에 의해 해당 농약 등이 검출되지 않은 경
우에는「불검출」
로 판단한다. 또한, 본 규정에 의해

6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위해 일정한 수정을 실시하였다.
다. 기타
■ 농약 등의 명칭정리 등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였다.

(4) 일반원칙 7

(6) 일반규칙 9

금번 설정된 기준 가운데 주로 신선식품에 관련

금번 설정한 새로운 규정중에서 주로 가공식품을

된 식품규격을 표시한 항목이다. 기본적으로는 일

중심으로 한 식품규격을 제시하고 있는 항목이다.

반원칙 6과 동일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운용에

기본적으로 의의 및 운용면에서 일반규칙 6 및 7과

대해서도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항 및 일반규칙 중 6에 대해 운영상 주의해야할 점
에 대해서는 후생성식품안전부장 명의로 통보되었

(7) 일반규칙 10

다(홈페이지 참조).

가공식품에 관한 취급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포
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기준이 있는 경

또한, 후생성은 일반규칙 중 7에서 규정하고 있

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이 원칙적으로 일률기준

는 농약 등에 대해서는 금번 기준설정과정에서 식

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공식품도 개별기준이 없는

품건강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적

경우에는 일률기준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

으로 내각부에 소속된 식품안전위원회에 건강영향

나 가공식품의 원료가 식품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평가를 의뢰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생성

해당가공식품에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규칙 6

에만 가공식품의 농약 등 잔류기준에서 제외되어

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식품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취급되도록 되어 있다.

(5) 일반규칙 8

(8) 경과조치

농약 등과 동일물질이 자연적으로 유래되고 자연

전술한바와 같이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법령에

에 잔류하는 정도의 양인 경우 일률기준을 적용하

의해 ’
06년 5월 29일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일률기

지 않겠다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생체내 호르몬 등

준고시 및 잔류기준 등 고시의 적용은 ’
06년 5월 28

개별의 농약 등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식품에

일까지 제조되거나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과조

자연에 포함된 물질과 동일한 잔류가 있는 경우 사

치로서 종전의 규정이 적용 받도록 되었다. 여기서

용한 결과의 잔류인지 원래부터 자연에 포함된 것

말하는 제조 가공의 공정은 식품을 용기에 담는 것

인지 판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설정

과 포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선, 가공식품별 경과

한 것이다.

조치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동 규정은 농약 등의 잔류기준이 개별적으
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성질

가. 신선식품

상 망라하여 대상물질을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 경과조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06년 5월

적용에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29일 이후에 유통되는 모든 신선식품은 일률기준
고시 및 잔류기준고시에 의한 개정 후의 규격기준
고시를 적용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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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식품

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물질을

■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조 또는 가공이 종료된 시점

반드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해당식품이 식품으로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는 않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에 기초하여 식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말함)을 판단하여 경과조치

품규격이 인정되어 있는 농약 등의 성분물질, 즉 잔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가공식품을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조 또
는 가공이 종료되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
는 상태가 된 경우에만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99농약 등에 대해서는 농
약 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시설
내의 설비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농약 등의 당초용도 이외의 사용의 경우에도 포지
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이 된다. 식품에 잔류하는

(9) 식품영향평가

물질이 농약 등으로 사용된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에 따라 규정한 일률기

서는 농약취체법(農藥取締法)과 기타 국내의 관련

준과 대상외물질에 대해서는 국제평가기관과 외국

법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지만 식품

있다.

안전위원회의 건강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향후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또한, 동법 제11조제3항은 농약 등의 성분이 화

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본 후생성

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 소위 대사물(代謝

은 4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새로운 잔류기준

物) 등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에 대

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건강영향평가를 받

해서는 화학적으로 변화하기 전의 농약성분과의 동

지 않은 관계로 동일하게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를

일성 유사성을 상실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기물의
최종 대사물인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것까지 포

(10) 법 제11조제3항의 적용범위

지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으로 하여 일률기준을 가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농약 등이 일률

지고 제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경우 이를 판매

이다.

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조나 수입, 가공, 사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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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존과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이 포

(11) 기존 통지의 폐지

지티브리스트제도제도는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한 규

일본 후생성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에 따

제이지만 식품중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에는 농약 등

라 잠정기준이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시

으로 사용하는 외에 예컨대 식품의 제조 가공과정

달한 식품위생관련 통지를 폐지하였는바 세부내용

에서 혼입시키는 물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은 폐지 세부내용은 후생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화학물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당물질이 농약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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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지티브리스트제도 관련
시험법의 정비

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식
품수출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
명하다.

일본정부의 식품에 함유된 잔류농약 등에 관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포지티브리

시험법은 종래부터「불검출」
기준이 설정된 것은 고

스트제도의 골자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기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
지에 의해 각각의 규정하여 왔다.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등이 일률기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이

이상으로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이 새롭게 불검출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금지하는 제도이다. 대상외 물질로 규정된 농약 등

에 대해서는 고시로서 해당 시험법 및 검체부위를

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외로 취급

규정하고 검출한계에 대해서는 후생성 식품안전부

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
이다.

장의 통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0.01ppm이라는 일률기준은 25m의 수영
한편,「불검출」
이외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

장에 몇 숟가락의 소금을 풀었을 때의 농도라 하니

약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농약이 한번에

실제로는 기존의 기준과 잠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측정될 수 있는 일제분석법(一齊分析法)의 개발을

농약 등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포함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발이 종료된 부분에

한 모든 유통을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

대해서는 작년 11월 29일자로 고시(고시번호

석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듯하다.

1129002호)하여 분석법을 제시한바 있다. 작년말
현재 일제분석법 또는 개별분석법에 의해 측정 가

2005년 정부는 우리의 기준을 일본의 잠정기준

능한 농약 등의 수치는 529개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14개의 농약에 대해 잠정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통지

기준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일률기준에 비해 최대

로 시달한다는 것이 후생성의 방침이다.

500배의 허용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Ⅳ. 평가 및 건의

그러나, 이는 일본내 기준이 설정된 758개 농약
등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야채를 포

이상에서 일본의 개괄적인 식품검역시스템과 새

함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는

로히 도입된 포지티브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지티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 등이 일본에 등록

브리스트제도으로의 전환은 그 대상 범위가 농림수

되어 있는 대상이거나 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산물과 가공식품에 이르고 국내는 물론 수입식품전

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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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일본의 수입식품검역과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특히, 농약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비책을 마
련해야 안정적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로 농약안전사용과 관련, 동제도의 내용(붙임 일본
후생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관련 자료의 인터넷
주소 참조) 및 대비책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

첫째, 사용농약이 현재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

여 미숙지로 인한 수입정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록 노력하는 한편, 14개 농약 이외에도 객관적인 분

야 한다.

석자료가 있는 우리의 농약 등을 일본의 잠정기준
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

둘째, ①사용용도의 확인(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울러 우리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안전한

등), ②사용방법의 확인(사용회수, 사용량, 사용농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포지티브

도, 사용시기 등), ③사용기구 등의 확인(계량기기,

리스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방제기기, 사용용수 등), 찌꺼기의 처리(기구의 세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후생성과 농림성이 합동으로

정 등)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농약관리대장을 비

전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내용을 소개하고

치하고 농약사용기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있으며 생협 등 유통업체는 자체적 대책을 수립하
는 등 입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재배지 인근 생산농장으로부터의 비산(飛
散)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인이

일본에 대한 농식품 수출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인근으로부터 바람에 실려온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금액도

농약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일률기준치를 초과하는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전체의 경쟁력을 국제사회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개방화시대
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를

넷째, 수출농산물인 경우 가급적 공동선별장 등

지니고 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

을 통해 농약관리에 대한 체크 기능이 공동으로 이

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경쟁력도 중요하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수출단지 등에

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역경쟁력이 필수적이다. 일

서는 전문적인 농약관리사를 두어 종합적인 관리를

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정여건 등이

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허락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전담
요원을 배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자칫, 단 한 농가의 실수로 인해 관련 생산농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 및 지자체는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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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05년 한국측 요청 및 반영 현황
번호

분류
번호

주 요
작물명

일본
잠정기준

한국잔류
허용기준

반영
여부

1

368

TETRACONAZOLE

피망

0.01

1

반영

2

373

TEBUFENPYRAD

피망

0.01

0.5

〃

3

546

FLUAZINAM

피망

0.01

0.3

〃

4

341

ZOXAMIDE

피망

0.01

0.3

〃

5

253

DITHIANON

피망

0.01

0.3

〃

6

575

PROCHLORAZ

피망

0.01

3

〃

7

467

BITERTANOL

가지

0.01

0.5

〃

8

268

DIFENOCONAZOLE

호박

0.01

0.3

〃

9

74

IPROVALICARB

토마토

0.01

2

〃

10

555

FLUSILAZOLE

딸기

0.01

0.5

〃

11

558

FLUTOLANIL

딸기

0.01

5

〃

12

88

INDOXACARB

오이

0.01

0.5

〃

13

268

DIFENOCONAZOLE

오이

0.01

1

〃

14

552

FLUQUINCONAZOLE

오이

0.01

0.1

〃

15

467

BITERTANOL

피망

0.01

0.7

미반영

16

372

TEBUFENOZIDE

오이

0.01

0.7

〃

17

710

LUFENURON

오이

0.02

0.2

〃

품

목

명

<참고> 포지티브리스트제도 관련 인터넷 주소
분야별시책
「식품중 잔류농약 등」

[2005.11.29 食安發제1129001호] 식품위생법 등 일부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

개정 법률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 시행에 따른

syoku-anzen/zanryu2/index.html

관계법령 정비에 관하여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관하여(2005.11.29 공포고시일람)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
syoku-anzen/zanryu2/dl/051129-3.pdf

http://www.mhlw.go.jp/topics/bukyoku/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 시험법

iyaku/syoku-anzen/zanryu2/051129-1.html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
syoku-anzen/zanryu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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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11 검역 Q&A

Q1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 실험실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일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험실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의 품목별 실험실검사 표준 소요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지·출장소의 업무형편에 따라서도 검사소요 시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실험실검사 표준 소요시간
품목별

종자류

구근, 서류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

검사항목

검사시간

종자류 I

세균, 바이러스, 선충, 잡초

4일

종자류 II

잡초

2일

미소독 종자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등

7일

병징 및 해충 검출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

7일

병징과 해충이 검출되지 않음

바이러스, 선충

4일

소독종자

재식용 묘목
접·삽수

병징 및 해충 검출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

7일

병징과 해충이 검출되지 않음

선충

4일

과실·채소류,
절화·절지류

병징 및 해충 검출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

7일

병징과 해충이 검출되지 않음

육안정밀검사

1일

병징 검출

진균, 세균, 바이러스

7일

병징이 검출되지 않음

바이러스

4일

해충검출

해충

3일

버섯종균

한약재

한약재용 잡초종자

발아검사

7일

비재식용 식물

해충검출

해충

3일

소나무류 각재

재선충 분포국산

선충

4일

품목별 실험실검사 표준 소요시간관련 참고사항

1. 소독종자의 분류
가. 종자류 I : Phaseolus spp.(강남콩, 팥, 녹두 등), 개밀, 고수, 고추, 귀리, 기장, 담배, 당근, 밀, 벼, 보리, 수수,
스위트피, 크로바, 알팔파, 옥수수, 완두, 참깨, 콩, 토마토, 한련 가지, 결명자, 냉이, 독말풀, Vigna spp(동부
등), 땅콩, 명아주, 물망초, 민들레, 박, 박하, 백일홍, 비름, 무, 상추, 셀러리, 수박, 쑥갓, 아스파라가스, 오이, 메
론, 참외, 제비꽃, 채송화, 천일홍, 퍼 스닢, 파슬리, 페튜니아, 포아풀, 호박, 기타화본과 등
나. 종자류 II : 종자류 I 이외의 종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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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항목의 부가설명
가. 세균 : 검사방법으로 ELISA Kit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8~9일 소요
나. 진균 : 진균의 배양검사 소요시간은 7일
다. 선충 : 뿌리가 있는 재식용 식물과 뿌리가 있는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충검사 실시
라. 바이러스 : 규제바이러스의 기주인 재식용식물과 재식가능성이 있는 비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검사 실시
- ELISA 검사(4일), ELISA 검사와 PCR 검사 병행(최소 7일)

3. 병해충의 배양·사육기간과 분류동정에 따라 표준검사기간 보다 연장 될 수 있음.

Q2 휴대식물도 검역을 실시하는지요?
>> 휴대하는 식물도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방역관에게 자진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Q3 휴대식물 검역시 주의할 점은?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우편식물도 검역을 실시하는지요?
>> 우편식물도 식물검역을 실시합니다.

Q5 우편으로 식물을 수입할 때 유의할 점은?
>> 식물검역을 필하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인근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67

12 검역단신
2007년도 수출입식물 방제기술 교육실시
국립식물검역소는 ’
07.4.10.부터 4.24.까지 (사)한국
수출입식물방제협회 주관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2007년도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을 실시하였다.
방제기술교육은 농역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에 근
거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할 필수 교육과정으로 방제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법규, 훈증소독약제에 대한 사용방법 등 식
물방역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과 수출입식물방제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와

수출입 식물방제 기술교육

각종 위해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국내·외 식물검역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제업 종사자들의 식물검역과 방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취
하기 위한 정신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수출식물검역지원협의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 대상국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
출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코자 농림부 등 수출업무 관련기관 및 단체자 12명을 위원으로 하는 범
^수출식물 검역협상 지원협의회_
를 구성하고 ’
07.4.12.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제
식물검역동향과 수출입 농산물의 검역추진 상황을 공
유하였으며, 현재 상대국과 수출협상을 추진중인 10
개국 26품목에 대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산물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 및 검역조치 중 규제완화
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출식물검역지원협의회 장면

6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소식·행사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 검역요건 개정 관련 협의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
07.5.18. 농촌진흥청, 지방자치 단체 등 관련기관과 전국 과수작목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 요건 개정방향을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복숭아심식나방
과 관련하여 수출에 애로가 있는 조·중생종 사과와
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조·중생종 사과와 복숭아는 2005년부터 대만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 품목이자만 우리나라산 생과실의
대만 수출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검역적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대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요건
의 개정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과실 대만수출검역요건 협의회 장면

식물검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는 생활속에 내재화된 혁신으로 2006
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식물검역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혁신조직의 개편으로 체계적 혁
신추진 및 조직역량 강화에 주력하며 혁신 내재화에
돌입한 식물검역소는 금년에는 이기식 식물검역소장
이‘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구현’
이라는
이기식 식물검역소장

새로운 비전을 갖고 힘찬 혁신항해를 시작했다. 올해

식물검역소는 일하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 업무시스템의 선진화, 정책관리의 고품질화 등 혁신의 전담
부서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실천되는 업무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례들이 발표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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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
신나는 인천공항체험행사 식물검역 홍보
인천공항지소에서는 ’
07.4.15.~ 4. 27.까지 인천공항공사
에서 실시하는「개항5주년 기념 신나는 공항체험행사」프
로그램 중 식물검역 체험코스에서 식물검역안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13회 한국고양꽃
전시회‘식물검역 홍보관 운영’
’
07.4.26.~5.10.(15일간) 고양시 호수 공원내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 고양꽃 전시회에‘식물검역홍보관’
을 운영하
여 많은 관람객들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반부패 청렴 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인천공항지소는 ’
07.6.29. 지·출장소 직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경험 근절을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교육 및 결
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관 X-ray 판독요원 식물검역안내 교육 실시
’
07.6.14.~15.(2일간) 인천공항지소에서는 인천공항세관의
X-ray 판독요원 15명을 대상 으로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식물류 판독 능력을 향상을 위한 식물검역 안
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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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출장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식물검역 홍보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장에서 고성군 관내 동광초등학교 외 3개교의
학생 및 선생님 21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식물검역
안내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통일부에서 어린이 평화체험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CIQ
기관들의 금강산관광의 출입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알리는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속초출장소
속초항 유관 검역기관 합동 홍보
속초출장소는 국립식물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합
동으로 속초-자루비노간 운항 여객선 뉴동춘호를 이용하는
백두산관광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중부지소
인천항‘식물검역 체험행사’
중부지소는 농업관련 공무원, 단
체, 일반 농업경영인 등을 대상을
검역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연중 운영
하고 있다. 6월말 현재 17회에 걸

농업전문지기자단 식물검역현장 방문(5.17)

농가주부모임(7.11)

쳐 448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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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1일교사제’
실시
중부지소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1,2학년을 대
상으로‘식물검역 1일교사제’
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식물검역안내’
,‘항공기 승무
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식물검역 지식’
,‘홍보 동영상’순으
로 진행되었다.

日新又日新‘Good Morning Semi Meeting’실시
중부지소는 원할한 식물검역과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물검역 혁신 차원에서 매일 아침 전직원이 참여
하는 Semi mee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모임을 통하여
현장 검사기법 전달, 제·개정 되는 규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전달, 선후배간의 현장검사 노하우 전수, 우수한 개인
별 검사요령을 공유하는 등 수준높은 식물검역 서비스 구
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확보
중부지소는 소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내방 민원인들이 주차
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현사무실의 뒤편에 있는 한국철도
시설공사의 철도부지 586㎡를 사용승인 얻어 주차시설을
확장하였다. 이로써 기존 23대 주차시설에서 총 5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지소를 방문하
는 방문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수출국검사증명서 위조본 특성 조사
중부지소는 중국산 농산물의 특성을 조사 하는 연구동아리 Read China
를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임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
입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전직
원이 공유하는 동아리로써 현재 중국에서 수입된 능소화 묘목 외 14건의 위조된 중국의 수출국검
사증명서를 적발하고 반송(폐기) 처분 하는 등 수입농산물의 위장수입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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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장소
대만 생과실 수출검역 관련 간담회 개최
’
07.4.3.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업체, 지자체
공무원, 선과장 책임자등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만 수출 사과·배 등 생과
실 검역요건 및 식물방역법 개정내용과 함께 2006년도에 대
만 수출검역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영남지소
HCN(청산) 안전사용 요령 교육실시
’
07.6.15. 부산신항 홍보관에서 수출입식물방제업체,
훈증시설 관계자 및 수입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HCN(청산) 훈증 약제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식물검역 설명회’개최
’
07.6.12. 영남지소에서 검사대행업체 대표 및 책임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검역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고객과
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식물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남지소‘과의날’행사 개최
영남지소는 직원들의 청렴·혁신 마인드 제고와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각 과별‘과의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
는 훈증소독시설, 수출재배단지 등을 방문하여 수출애로사항 청
훈증소독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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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수출단지 병해충 분포조사와 함께 방제방법 지도 하는 등 검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행사 위주로 실시하
였다.

1사1촌 마을 농촌행사 개최

배 수출단지 병해충 조사 및 방제법 교육

영남지소는 1사1촌 결연마을인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화리 꽃새미
마을에서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
출장소 직원들은 단감적과, 병해충조사, 밭잡초 제거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함께 마을주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을 실시함
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식물검역 1일 교사제 실시
’
05.5.15. 부산여자대학교 국외여행인솔자 과정 교육대상자 37명
을 대상으로‘식물검역 1일교사제’
를 실시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농산물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
07.5.15. 수출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항, 마산항
및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와 화훼류에 대한 일본 식물검역 당국
의 검역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
의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상호공유가 있었
으며, 수출업체에서 건의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의 비검역 조치 확대 등에 대하여 한·일 식물검역 관계자 회의시 의제로 선정하
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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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관리 및 식물검역요건」수출자료집 제작 배부
2007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수출농산물 불합격률 Zero 도전’
과 우리농산물 수출검역지원의 일
환으로 검역관련 각종규정, 국가별·품목별 수출과일의 검역요건 등을 수록한 자료집 250부를 제작하
여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등에 배부하였다.

대구출장소
대구공항내‘최우수기관’
으로 선정
국립식물검역소 대구출장소(출장소장 최철종)가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대구공항내 13
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구출장소에서 추진중인“찾아가는 홍보서비스”
가 여행
객과 해외연수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았으며 검역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가정 모범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상출장소
원목야적장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소 사상출장소(출장소장 이수환)는 ’
07.4.4. 원
목야적장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원목 훈증소독 관련 소독효과 유지 및 위해방지
대책과 수피·잔재물 소독 및 처리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호남지소
식물검역 설명회 개최
‘07.5.3. 검사장소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식물 검사방법 및 검사장소 지정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회를 개최하였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75

검 역 단 신

수출단지 선과장 종사요원 교육
’
07.5.31. 생산자대표 등 선과장 종사요원 33명을 대상으
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출상
대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만 수출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1사1촌 행사(경로잔치 및 일손돕기)
호남지소는 ’
07.6.26. 전북 익산시 함라 신대리 와우마을
을 찾아 마을과 직원과의 화합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였
다.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윷놀이, 노래자랑 등의 경로잔
치와 함께 마을주변 청소, 잡초제거 등 농촌의 일손을 도
우며 자매결연 마을 주민과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청렴실천 결의대회
’
07.6.25. 호남지소 전직원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
고 부패경험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
여 청렴 실천을 다짐하였다.

광주출장소
2007년 한국산 배 수출관련 설명회 개최
광주출장소는 ’
07년 한국산 배 수출관련 설명회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나주배원협, 수출업체, 수출농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06년
배수출 결과를 토대로 수출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수렴하
고 효율적인 단지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식물검역발전협의체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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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소
식물검역발전 협의체 발대식 개최개최
’
07.4.24. 수출입업체, 대행사, 격리재배농가 등을 식물
검역 업무와 관련된 민간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검역발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열린 검역행
정 구현과 동시에 외부 고객의 입장에서 검역의 문제점
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식물검역발전협의체 발대식

초등학생 식물검역체험행사개최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동심의 세계에서부
터 우리 농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식물검
역의 이해와 중요성을 심어주고자 제주도내 초등학
교 어린이 식물 검역체험행사를 3회에 걸쳐 총 95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곤충표본제작 실습

투과전자현미경 워크숍 개최
’
07.6.27.~29. 제주대학교 아열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생
명산업 인력양성 사업단과 공동으로 첨단 검역장비 투과
전자현미경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년에 개최된 워크숍은 전자현미경 이론·실습(제주대학
교 전용철교수), 전자현미경 구조·조작(이공교역 변재용
팀장) 등 실습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차후년도에는 좀더 향
상된 기법을 가지고 전 과정에대해 습득 기회를 마련키로
하였다.

워크샵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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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출장소
해외수학여행단 대상‘식물검역안내’
제주공항출장소(출장소장 김범준)는 제주도내 고등학생 해외 여
행단 및 담담 여행사에 대해 식물검역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제
주도내 학교의 해외여행 일정을 파악 후 학교내 사전 여행 정보
교육에 참관하여 현장에서 식물검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6월현재 신성여고 등 3개교 820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 수학여행단을 대상
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촌일손돕기 실시
국립식물검역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관리소장 이병희)는 경기
도 화성시에 위치한 포도농장을 찾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
씨에 농촌일손돕기를 하면서 우리농촌과 농부들이 마음을 생각
하며 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남부격리재배관리소
감자재배농민 초청‘식물검역안내’
남부격리재배관리소(관리소장 강병철)는 ’
07.4.18. 도요리 감자
재배 농민과 유관기관 직원을 초청하여‘식물검역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감자 바이러스병의 진단과 검색, 감자
병해충 및 포장 관리방법 교육과 함께 격리재배관리사무소 업무
소개 및 포장견학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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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천도서
남한산성
저자 김 훈 / 학고재 / 정가 11,000원

책소개 _ 남한산성
<칼의 노래>, <현의 노래>의 작가 김훈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 장편소설. 병자호란 당시, 길이 끊겨 남한산성에
갇힌 무기력한 인조 앞에서 벌어진 주전파와 주화파의
다툼, 그리고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고통 받는
민초들의 삶이 소설의 씨줄과 날줄을 이루어, 치욕스런
역사를 보여준다.
1636년 병자년 겨울. 청의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서
울로 진격해 오고, 조선 조정은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 수밖에 없었다. 소설은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
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고립무원의 성에서 벌어진
말과 말의 싸움, 삶과 죽음의 등치에 관한 참담하고 고
통스러운 낱낱의 기록을 담았다.
쓰러진 왕조의 들판에도 대의는 꽃처럼 피어날 것이

저자_ 김훈
지은 책
에세이 _ 내가 읽은 책과 세상
선택과 옹호
문학기행1·2
풍경과 상처
자전거 여행
소 설 _ 빗살무늬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강산무진 등

라며 결사항쟁을 고집한 척화파 김상헌, 역적이라는 말
을 들을지언정 삶의 영원성이 더 가치있다고 주장한 주
화파 최명길, 그 둘 사이에서 번민을 거듭하며 결단을
미루는 임금 인조. 그리고 전시총사령관인 영의정 김류
의 복심을 숨긴 좌고우면, 산성의 방어를 책임진 수어사
이시백의 기상은 남한산성의 아수라를 한층 비극적으로
형상화한다.

1948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하고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으며, 소설
가이자 자전거레이서다. 이상문학상, 동인문
학상,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삶의 양
면적 진실에 대한 탐구, 삶의 긍정을 내면에
깐 탐미적 허무주의의 세계관, 남성성과 여성
성이 혼재된 독특한 사유, 긴장과 열정 사이
를 오가는 매혹적인 글쓰기로 모국어가 도달
할 수 있는 산문 미학의 한 진경을 보여준다
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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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역자료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실적
2007.1.1.~6.30. 현재

구
총

병

검출종수

계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130

3,115

202

1,642

162

3,786

계

104

2,876

191

1,611

101

1,485

곤 충 류

90

2,768

158

1,424

75

1,337

응 애 류

4

34

9

25

7

24

선 충 류

8

45

16

118

16

121

달팽이류

2

29

8

44

3

3

소
해 충

규제병해충

분

소

계

26

239

11

31

61

2,301

진

균

12

96

10

30

37

2,084

세

균

-

-

-

-

-

-

바이러스

11

123

-

-

-

-

잡

3

20

1

1

24

217

초

’
07.1.1~6.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종(95%) 1,611건(98%)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11

병해충은 총 494종 8,543건이었고 규제병해충

종(5%) 31건(2%)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은 130종(26%) 3,115건(36%)이었으며, 잠정규

곤충(1,424건 8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제병해충은 202종(41%) 1,642건(19%), 비검역

선충 118건, 달팽이 44건, 응애 25건이 검출

병해충은 162종(33%) 3,786건(44%)이었다.

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30건, 잡초 1건이 검출
되었다.

규제병해충 130종 3,115건 중 해충이 104종
(80%) 2,876건(92%)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6

비검역병해충 162종 3,786건 중 해충이 101종

종(20%) 239건(8%)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

(62%) 1,485건(39%)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61

우 곤충(2,768건 9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종(38%) 2,301건(6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며 선충 45건, 달팽이 29건, 응애 34건이 검출

경우 곤충(1,337건 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96건, 바이러스 123건,

으며, 선충 121건, 응애 24건, 달팽이 3건이 검

잡초 20건이 검출되었다.

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2,084건 91%)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잡초 217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202종 1,642건 중 해충이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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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 (화물)
2007.04.01~2007.06.30

검 사 량
구

총계

수출

수입

분

단위

2007 (A)

검 사 결 과(2007)

2006

전년대비
(%)

소 독

폐기,
반송

계(B)

처분비율
(%)
B/A

건수

건

54,833

51,444

106.6

10,893

399

11,292

21

곡류,특작류

톤

12,615,870

9,419,412

133.9

662,554

2,917

665,471

5

목재류

천㎥

2,166

1,843

117.5

1,781

-

1,781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기타

93,132

290,229

32.1

4,845

761

5,606

6

건수

건

12,353

13,180

93.7

4,077

6

4,083

33

곡류,특작류

톤

40,719

29,673

137.2

158

15

173

0

목재류

천㎥

23

4

575.0

21

-

21

91

묘목,구근류 등

천개
기타

15,509

17,662

87.8

300

-

300

2

건수

건

42,480

38,264

111.0

6,816

393

7,209

17

곡류,특작류

톤

12,575,151

9,389,739

133.9

662,396

2,902

665,298

5

목재류

천㎥

2,143

1,839

116.5

1,760

-

1,760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기타

77,623

272,567

28.5

4,545

761

5,3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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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01~06.30.
식 물 명

수

출

수

입

82

단위

건 수

’
06.04.01~06.30

불합격처분

물 량
(A)

물 량

비율
(%)

건 수

물 량
(B)

대비
(%)
A/B

주요
상대국
일본

호박종자

톤

32

2

0

0

25

0

22,200

무종자

톤

49

45

0.2

0

57

61

73

선인장묘

천개

91

1,602

0

0

128

2,027

79

네덜란드

심비디움묘

천개

37

552

0

0

30

361

153

중국, 미국

파키스탄

백미

톤

14

13,595

0

0

11

113

12,010

옥수수전분

톤

118

9,579

0

0

176

13,123

73

필리핀

북한

배

톤

99

263

0

0

124

941

28

대만

고추

톤

340

103

0

0

335

387

27

일본

토마토

톤

333

352

0

0

269

435

81

일본

메론

톤

61

134

0

0

95

195

69

일본

피망

톤

909

5,388

0

0

654

4,755

113

일본

배추

톤

110

339

30

9

106

438

77

대만

마늘

톤

195

1,924

0

0

68

17

11,663

북한

국화절화

천개

203

5,244

0

0

253

5,988

88

일본

장미절화

천개

135

3,096

0

0

191

5,725

54

일본

무종자

톤

98

298

0.1

0

96

371

80

이탈리아

호맥(사료용종자)

톤

12

1,056

0

0

0

0

0

카나다

동양란묘

천개

630

4,503

343.1

8

519

4,357

103

대만

산스베리아묘 천개

218

8,050

978

12

328

12,458

65

중국

백합구근

천개

222

8,558

168.1

2

41

4,925

174

네덜란드

소맥

톤

128

479,866

0

0

140

551,273

87

미국, 호주

콩

톤

238

401,467

59,200.9

15

114

338,162

119

브라질

옥수수(사료용)

톤

276

1,546,657

49,976.3

3

368

1,853,519

83

미국

오렌지

톤

1,195

22,993

22,115.8

96

2,255

42,695

54

미국

포도

톤

685

13,996

119.5

532

11,446

122

칠레

바나나

톤

2,453

92,946

21,115.7

23

1,968

84,439

110

필리핀

파인애플

톤

726

23,053

16,401.4

71

527

17,258

134

필리핀

1

호박

톤

222

7,075

2,088.1

30

214

5,536

128

뉴질랜드

냉동고추

톤

383

24,614

11.4

0

332

18,725

131

중국

목초류

톤

1,751

191,588

2,736

1

1,355

145,705

13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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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사발령
_ 전 보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인청공항지소

농업주사

임기원

영남지소 김행공항출장소

6.13

영남지소

농업주사

천성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6.13

비고

_ 승 진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부서

발령일

인천공항지소

농업서기

윤은영

농업주사보

인천공항지소

4.11

중부지소

농업서기

박순남

농업주사보

중부지소

4.11

검역기획과

농업주사

정상희

농업사무관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6.14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김양호

농업사무관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6.14

영남지소

농업주사

이동모

농업사무관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6.14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

이동필

농업사무관

중부지소 청주출장소

6.14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홍기정

농업연구관

중부격기재배관리소

6.14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_ 복 직
소 속

발령일

비고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기능8급

지영희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6.6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배창환

중부지소

6.12

직급(위)

성 명

기 간

발령일

조영재

’
07.6.1. ~ ’
08.5.31.

6.1

성 명

기 간

발령일

김교인

6.30

정년퇴직

_ 휴 직
소 속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농업서기

비고

_ 퇴 직
소 속

직급(위)

영남지소

농업주사

중부지소

농업사무관

정인탁

6.30

명예퇴직

영남지소

기능8급

윤동렬

6.30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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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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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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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기 관

지역
번호

본천공항지소

031

인천공항지소

032

중 부 지 소

032

영 남 지 소

051

호 남 지 소

063

제 주 지 소

064

중 부 격 리

031

남 부 격 리

055

전화번호
FAX
449-0524
448-6429
740-2072
740-2081
433-8632
433-8534
467-0442
465-1296
467-3456
467-3457
728-5400
728-5412
202-6966
204-0668
335-0210
335-0212

주

우편
번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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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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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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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팔담
머릿속에만 담기엔 그 소리 너무 웅장하고
사진으로 담기엔 뿜어나는 향이 아쉬워라
눈에도, 머리에도 다 채우지 못할
가슴벅찬 상팔담의 신화여
아.... 넌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마구하여 흘러 보냈느냐?
돌아서 내려가면
언제 너를 다시 볼까마는
그래도 가야하는 내 발목엔 천근저울 달려있네.
천년만년 지고 새는 네 속에
무슨 복 있어 다시만나 오늘인연 이를꼬?

검역기획과

여정 변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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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선녀 다녀갔다는 담수를 아래로 깔고
가부좌 틀고 앉아 옥류봉 산등을 바라보니
산 오름이 처음이고 계곡 봄이 처음이라
여태껏 보고 산 산과 계곡은 다 어디로 갔는가?
태어남은 한가지나 머문곳이 만가지라
네모습도 우람타만
구룡대 끼고 도는 산자락에 비할소냐?
여덟 담수 곳곳에 손 담그고 발 담그면
영영생생 신선인들 부러울게 있을 쏘냐?
아 - 오늘은 저 물속에 발 담그고 바위에 걸터앉아
하늘사는 선녀 맞이나 해 볼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