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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물검역서비스 ISO 9001 인증 획득

소의 검역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더욱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SO 9001을 통해 구축한 품질경영 시스템

전달 받았다.

을 더욱 발전시켜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물검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등‘고객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 인
증은 조직내 경영전략, 서비스실현,

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구현’
을 위해 모두
가 동참하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ISO 9001(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 인증
은 조직내 경영전략, 자원관리, 서비스 실
현 및 고객만족 측정·개선 등의 업무프로
세스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
준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를 문서심사, 시
스템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고객만족 측정 및 개선 등의 업무과
정이 국제표준에 따라 처리되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인증 획득은 식물검역
소가 ’
78년 발족이후 제도, 조직, 기
술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식물
검역행정의 품질경영을 인증 받음으
국립식물검역소 검역서비스 ISO 9001 인증 획득

로써 식물검역서비스가 국제표준으
로 자리매김된 것으로 높이 평가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물검역행정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품질경영을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

국립식물검역소 이기식 소장은 검역은 조장행정
이 아닌 규제행정이고, 검사에 허점이 생기면 심각

2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수출입 식물검역

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항상 공정성, 투명성, 신속

행정 품질경영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인‘ISO

성, 정확성을 갖는 표준화된 방법과 시스템에 따라

9001(품질경영)’인증을 획득해 9월 14일 인증서를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인증획득은 식물검역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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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훈증약제 투약방법

1. 식물검역 훈증소독 관련 규정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식검고시 제
2006-12호)

2. 현행 훈증약제 투약방법
평택출장소
임재명
jmlim@npqs.go.kr

I

머리말

■훈증약제 투약 전

컨테이너에는「훈증소독 중 접근금지」
경고
표시를 적어도 2개소(2면)에 한다.
훈증소독작업 결과서에 규정된 시간에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최종가스농도 기
준 이상이거나 공시충 사멸이 확인된 경우
합격처리한다.

훈증소독 전 컨테이너를 처음 개방할 때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가스 여부를 확인

■훈증소독 완료 후

하고 작업 준비를 한다.

허용농도 이상의 훈증가스가 확산될 가능성

컨테이너 문을 약간 열고 문틈을 이용하여

이 있는 범위에서는 제3자의 출입을 금지시

투약호스를 밖에서 컨테이너 고내로 설치하

키고, 공기의 흐름, 주위의 작업상황 등을 감

지금 세계는 WTO 체제하에 지속적인 시장개방

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 국립식물검

고 컨테이너 문을 닫는다.

안하여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는데 반드시 훈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국가간 농산물 교역이 급격히

역소에 신고한「수출입식물방제업체」
에 한하여 사

훈증소독용 면 테이프를 이용, 훈증소독 중

증작업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곡류, 신선

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방제

에 훈증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문

한다.

채소, 생과일, 특용작물, 목재류(원목, 각재) 등 식

기술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고 있다.

개폐 부위 등을 테이핑한다.

3. 문제점

물류의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이다.
■훈증약제 투약 중

특히, 신선채소류와 과일류 및 특용작물 등은 소

따라서 고독성 훈증약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조

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고, 관

그만 부주의도 훈증 위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방제기술자 및 작업주임은 반드시 방독면을

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매년 20% 이상씩 수입이 증

있어 현행 훈증약제 투약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착용하고 훈증약제 투약은 컨테이너외부에

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되

확보함은 물론, 훈증효과 제고, 훈증대상 식물에 대

서 실시한다.

고 있어 컨테이너 MB 훈증소독도 빈번하게 실시되

한 약해경감,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예산 및 인건

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에 의거 온도, 용적,

고 있는 실정이다.

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금속관을 이용한

피 훈증물 종류에 따라 정확한 약량을 산출

컨테이너 MB 훈증약제 투약방법을 개선」
을 창안하

하여 MB가 담겨진 용기(봄베)에서 컨테이너

여 실증실험을 거쳐 실용성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고내로 투약한다.

수출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병해충을 사
멸시키기 위해서는 고독성농약인 Methyl
Bromide(MB), Phospine(PH3) 등이 사용된다.
상기의 고독성 훈증약제는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4

핑 한 부위에서의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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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게 되었다.
■훈증약제 투약 후
가스누출검지기를 이용하여 이음부 및 테이

■훈증효과감소와훈증소독대상식물에대한약해
피 훈증물이 가득 적재되어 훈증작업자가 투
약호스를 설치할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약호스를 문에 근접하는 곳에 설치해
야 하므로 컨테이너 고내에서 훈증가스 확산
과 교반이 지연되어 훈증효과가 저하된다.
훈증약제가 투약호스의 말단부위에서만 분
사되기 때문에 훈증약제와 직접 접촉되는 부
분의 피 훈증물에 약해가 발생하므로 상품성
이 저하된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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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에 미흡

테이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밀폐용 고무에

컨테이너 문 개폐 장치와 투약호스가 위치하

묻은 이물질과 먼지를 면포로 닦아야 하는데 2

는 부위 등은 테이핑 작업만으로 완전 밀폐

인 이상의 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 지난하여 훈증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

훈증소독의 성공여부는 테이핑 작업과 바로

으므로 식물검역관 및 훈증작업자가 훈증소

연결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훈증 약제

독 중에 훈증가스에 노출되어 훈증 위해사고

를 투약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20분 이상이

가 발생한다.

소요된다.
또한 동절기에 투약호스가 외부의 압력이나

■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

충격에 약해 파손우려.

IV

기대효과

1. 직접효과
■훈증가스의 확산과 교반을 최대화 할 수 있어
훈증효과 개선

개선 훈증약제 투약방법

금속관을 투약(고무)호스에 연결
훈증약제가 여러 방향으로 분사되도록 금속관 앞쪽 50㎝에 21개 분사구 설치
훈증약제가 컨테이너 고내 중앙부 상단에서 분사되도록 금속관 길이를 2.5m로 제작
컨테이너 문을 닫아 밀폐시킨 상태에서 금속관을 삽입한 후 훈증약제 투약
훈증약제 투약 후에는 금속관을 철거하고 금속관 삽입구 테이핑
컨테이너 문에 적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외부인의 접근 차단 및 시건장치 역할

독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피 훈증물에 집중 분사하는 방식에서 분산

서 여러 방향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순환장치

분사로 전환

가 없는 컨테이너 훈증소독에 특히 효과적임
사고로부터 식물검역관 및 방제기술자 안전
확보
■예산 및 인건비 절감액 : 2억 4천 4백만원

1. 개선방안

■훈증소독 대상 식물에 대한 약해경감 및 재 소

훈증약제가 컨테이너 고내의 중앙부 상단에

■훈증가스 누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훈증 위해

III

2. 간접효과

정부 예산 절감액(연간) : 1억원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인건비 절감액(연간) :

■훈증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민원감소
■하절기나 동절기에 비나 눈이 내려도 전천후
로 훈증소독을 할 수 있어 수출입식물의 활한
유통 가능
■물류비 절감 등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
형의 경제적 효과

1억4천4백만원
■식물검역관의 투약입회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력의 효과적 운용에 기여
■훈증소독 작업 인력 및 시간절감
인력절감 : 2인 이상 → 1인
시간절감 : 30분 → 10분으로 단축
■금속관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여 훈증소독 작

2. 착안사항

업의 효율성 제고

MB 훈증가스가 공기의 비중보다 크다는 성질
- 중앙부 상단에서 분사되기 때문에 하단의 피 훈증물에도 충분한 훈증효과
컨테이너 고내에 순환장치가 없기 때문에 훈증가스 확산 및 교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 훈증약제 분사구를 여러 개 만들어 여러 방향으로 분사
컨테이너 문에 부착된 고무(2중장치)의 탄력성과 회복력 고려
- 금속관 삽입구도 고무의 탄력성으로 인해 원상회복되어 훈증가스 누출 방지
금속관 전면부는 샤프펜 앞부분을 활용하여 금속관과 용접

6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7

농림부 자체 우수제안 사례 | 컨테이너 MB 훈증약제 투약방법 개선방안

V

훈증약제 투약방법 비교 사진

2. 훈증약제 분사장면 비교 사진

1. 훈증약제 분사장면 비교 사진
【개선】

【현행】
【현행】

투약호스 삽입

금속관 삽입

컨테이너 문틈 테이핑 작업

금속관 삽입 후

투약완료

투약완료

투약호스 이용 훈증약제 분사

【개선】

금속관 이용 훈증약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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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MB 가스농도 정밀 측정(GC 활용)

실증실험

1. 시험 개요
■시험기간 및 장소
’
07.8.14. ~ 8.17. (평택출장소 및 중부격리
재배소)
조사사항 : 기존 및 개선 후 컨테이너의 MB
가스 밀폐도 등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 GC(가스크로마토그래프) : 중부격리재배
소 보유기종 HP-6890
- 간이 가스농도측정 : 이연식 가스농도측정
기, 가스누출검지기

MB 가스 검량선 작성
포집하여 당일 중부격리재배소에서 GC로
측정
MB 투약 후 가스 누출 조사
훈증 중 온습도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조건
Inlet temp. 200℃
Column
- Flow 1ml
- Spec. RESTEL797860
340℃ Max
5% diphenyl-95% dimethyl poly
- siloxane
Capillary 15.0m 250um 1.00um
Oven temp. 200℃
Detector temp. 250℃

- 가스포집용 테들러백 30개, 1리터 밀폐형
가스실린지, 온도계 등
시험방법

2. 시험결과

- 플라스틱파렛트가 적재된 컨테이너 전면
하단, 가운데 중단, 후면 상단에 가스농도
측정호스 1개씩 설치
- 기존 및 개선 방법별로 MB 투약하고 밀폐
후 가스누출 여부 검지
- MB 투약 후부터 4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컨테이너 내 가스를 테들러 백에 포집
테들러 백에 포집된 가스를 중부격리재배소
에서 GC로 농도 측정
■조사 항목
가스농도 측정 :
- 투약 10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후

■컨테이너 MB 투약 환경 조사 및 간이 가스농
도 측정
기존의 방법은 컨테이너 문의 고무패킹을 닦
고 테이핑을 하는데 15~20분 소요되었으나,

그림 1. 검량선 크로마토그램(좌측부터 3개 피크씩 10, 30,
60, 100, 130, 160, 200mg/L)

가스농도 측정 결과
개선 전(단위 : mg/L)
경과시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상

4.236

8.118

15.924

25.151

25.65

중

2.873

6.519

16.206

27.078

26.016

하

161.745

131.681

85.318

28.13

27.078

개선 후(단위 : mg/L)
경과시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상

6.492

8.523

10.736

24.25

29.452

중

22.074

22.946

38.0523

3.191

30.024

하

99.404

72.93

43.191

35.767

31.234

개선후 방법은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어 작업
시간 절약되었음

개선 전 MB농도

개선 후 MB농도

MB 투약 후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
존 방법에서는 누출되는 반면, 개선 방법에
서는 누출되지 않았음
개선 전 효과시험은 10:00~14:00, 개선 후
시험은 15:00~19:00까지 수행하였으며, 고
내온도는 공히 29℃ 전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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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 제7조(수입금지)

시행규칙 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物品은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1과 같고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제공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病害蟲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고시할 수 있다.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病害蟲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
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病害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弟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國內에유입될 경우 國內植物에 被害가 크다고 인정되는 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地域에 生育하고 있는 植物과 당해 地域을 경유한 植物. 이 경우 對象病害蟲·對象地域 및

“흙”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도토(陶土)·인광(燐光)·규조토 및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
한 것, 그리고 식물검역소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對象植物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2. 病害蟲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수입금지품목

4. 弟1號 내지 弟3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 등의 容器·포장

1. 시행규칙 별표1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 금지품의 의미
1. 식물방역법의 기본의미는 수입금지와 이동금지
로 되어있다. 물론 수입금지도 넓은 의미의 이동
금지로 볼 수 있으나, 법규상 직접적이며 구체적
으로 품목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검역조치라는데 큰 의의가 없다
2. 식물방역법은 중요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방지
코자 하는 것이므로 유입피해가 가장 큰 기주식
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
의 발달과 품목의 다양화에 따라 병해충 부착가
능성이 없는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
하고, 금지품일지라도 병해충 완전사멸 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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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확립되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금지
품목 관리방향이다. 국가의 학술진흥 및 국제행
사를 위해 시험연구용과 국제박람회용에 한하여
금지품 수입을 허가하지만 연구기관의 관리능력
을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수입후에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2. 병해충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용기·포장

■ 수입금지식물의 조건부 수입허용

그 결과 검역상 안전한 관리방법을 확정하여 시행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자문위원회에 상
정하여 심의를 마친후 농림부장관이 수입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을 고시한다.
계속하여 수입허용 품목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세
계적으로 병해충 방제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식물생
육기에 병해충발생량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수확후
에는 훈증살충제나 저온처리 등으로 식물체내에 잠
복된 해충까지도 완전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수입금지식물이라 하더라도 수출국이 금지병해충

또한 당사국간에 검역협정을 맺어 수입국검역관이

사멸여부를 제시하면서 수입허용을 요청하면, 상대

수출국에 현지출장하여 사전 확인검사 함으로써 안

국에게 분포하고 있는 병해충목록이나 관리방법 등

전도를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금지식물이 유입될 경우
를 가정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검역안전 조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합동시험 등을 실시한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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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별표 1]
<개정 2004.8.7, 2006.5.12>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제3조 및 제9조관련)

수입금지식물
1. 벼·왕겨·볏짚과
가공품(껍질을 벗긴
과 식물검역소장이
하여 고시한 뉘는
외한다)

수입금지지역
그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제외한다)
쌀
정
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코코넛·파인
애플 및 미성숙 바나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나를 제외한다)
감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전지역
포도

참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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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전지역
[미국]하와이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전지역
[뉴질랜드]전지역

자몽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감귤
레몬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전지역

라임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전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코코넛·파인
애플 및 미성숙 바나
나를 제외한다)

[Anastrepha suspensa]
- Anastrepha serpentina
단감
[일본]전지역
- Anastrepha obliqua
- 유럽양벚과실파리
호박
[뉴질랜드]전지역
[Rhagoletis cerasi]
- Rhagoletis cingulata
두리안 [태국]전지역
- Rhagoletis completa
- 서부양벚과실파리
양벚
[Rhagoletis indifferens]
토마토 [일본]전지역
- Rhagoletis fausta
딸기
-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아보카도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 Rhagoletis suavis
를 제외한 전지역
- 고추과실파리
[뉴질랜드]전지역
[Zonosemata electa]
- 코드린나방
석류
[이란]Sistan 및 Baluchistan
[Cydia pomonella]
Province를 제외한 전지역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우즈베키스탄]전지역
[Cydia funebrana]
- 만주애기잎말이나방
월귤
[네팔]전지역
[Grapholita inopinata]
[인도네시아]전지역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Grapholita prunivora]
멜론
[미국]하와이주를 제외한 전지역
- 복숭아뿔나방
[일본]전지역
[Anarsia lineatella]
[우즈베키스탄]전지역
- 자두바구미
[뉴질랜드]전지역
[Conotrachelus nenuphar]
- Cryptophlebia leucotreta
참외
[일 본]전지역
- Carpomya pardalina
[우즈베키스탄]전지역

3. 호두나무의 열매와
핵자

- 아시아 : 레바논·미얀마·시리아·아프가니스 - 코드린나방
[Cydia pomonella
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인도·중
국·터어키·파키스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캐나다·미국·멕시코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우
루과이·칠레·콜롬비아·페루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뉴
질랜드
- 러시아·우크라이나·투르크메니스탄·벨라루
스·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
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즈·그
루지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주요관심금지병해충
-벼줄기선충
[Ditylenchus angustus]
-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

-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 Ceratitis quinaria
- Ceratitis rosa
- Bactrocera aquilonis
- Bactrocera carambolae
- Bactrocera correcta
- 귤과실파리류
[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
- Bactrocera halfordiae
- Bactrocera jarvisi
- Bactrocera latifrons
- Bactrocera neohumeralis
- Bactrocera papayae
- Bactrocera tau
- Bactrocera trivialis
- 퀸슬랜드과실파리
[Bactrocera tryoni]
- Bactrocera tuberculata
-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curbitae]
- 일본과실파리
[Bactrocera tsuneonis]
- Bactrocera umbrosa
- Bactrocera zonata
- 남미과실파리
[Anastrepha fraterculus]
- 멕시코과실파리
[Anastrepha ludens]
- 카리브과실파리

수입금지지역
유자

[일본]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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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령 해설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수입금지식물

6. 보리속( H o r d e u m
spp.), 밀속Triticum
spp.),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 (Triticosecale
spp.)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식물검역소
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아시아 : 이라크·이스라엘·이란·터어키·시 - 헤시안파리
리아
[Mayetiola destructor]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알제리·모로코·튀니지
- 북아메리카 : 전지역(서인도제도를 제외한다)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뉴질랜드
- 그루지아·라트비아·카자흐스탄·러시아·우크
라이나

7. 가지과 식물 및 고구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감자암종병
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지역
[Synchytrium endobioticum]
생식물의 지하부
-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 감자씨스트선충
가지과
[Globodera rostochiensis]
식물의 [일본]홋카이도·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 감자흰씨스트선충
생경엽
[Globodera pallida
- 콜로라도잎벌레
고구마속 [일본]홋카이도·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Leptinotarsa decemlineata]
식물의 [미국]메릴랜드주·펜실바니아주·웨스
- 담배노균병
트버지니아주·뉴욕주·유타주·
생경엽,
[Peronospora tabacina]
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
가지과
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
식물 및
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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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금지병해충

고구마속 [미국]캔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
주·오클라호마주·남다코타주·
식물의
네바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생식물의
지하부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주·웨스트오
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지역

4. 삭제 <2006.5.12>
5. 고구마속식물·나팔꽃 - 아시아 : 라오스·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베 - 개미바구미
속식물·메꽃속식물·
트남·브루나이·미얀마·싱가포르·스리랑카·
[Cylas formicarius]
마속식물·새삼속식물
인도네시아·인도·중국·대만·캄보디아·태 - 고구마바구미
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국·파키스탄·필리핀·일본(북위30°
이남의 다
[Euscepes postfasciatus]
지하부·카사바 생식
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
물의 지하부
도에 한한다)·몰디브·코코스섬·크리스마스
섬·페스카도레스제도·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미국·멕시코·서인도제도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베네수엘라·브라질·
수리남·페루·프랑스령 기이아나·파라과이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미크로네시아·멜라네시아·폴리
네시아·하와이제도

수입금지지역

8.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 아시아 : 대만·아랍에미리트·레바논·미얀 - 담배노균병
마·시리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
[Peronospora tabacina]
터어키·예멘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리비아·모로코·알제리·이집트·
튀니지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멕시코·미국·도미니
카공화국·엘살바도르·자메이카·캐나다·쿠
바·아이티·온두라스·니카라과·푸에르토리
코·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우루
과이·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몰도
바·리투아니아·그루지아

9. 배나무아과·복숭아속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제외한다)
식물 및 나무딸기속식
물의 묘목·접수·삽
수 등 재식용 식물(종
자를 제외한다)과 생
과실(복숭아속식물을
제외한다)
10. Citrus spp.·Fortunella
spp.·Poncirus spp.·
Aeglopsis spp.·
Atalantia spp.·
Balsamocitrus spp.·
Burkillanthus spp.·
Calodendrum spp.·
Clausena spp.·
Microcitrus spp.·
Murraya spp.·Severinia
spp.·Swinglea spp.·
Toddalia spp.·Triphasia
spp.·Cuscuta spp.의 묘
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

- 배화상병
[Erwinia amylovora]
- 사과빗자루병[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 자두곰보병
[Plum pox virus]

- 아시아 : 중국·인도·대만·인도네시아·필리 - 감귤그린병[Citrus
핀·말레이시아·미얀마·태국·네팔·예멘·부
huanglongbing(greening)
탄·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일본(오끼나와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매
현의 북위 27°10' 이남의 난세이제도에 한한
개충[Diaphorina citri, Trioza
다)·방글라데시·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erytreae]
스리랑카
- 아프리카 : 모리셔스·레위니옹·코모로·이디
오피아·케냐·마다가스카르·남아프리카공화
국·스와질랜드·짐바브웨·부룬디·카메룬·탄
자니아·중앙아프리카·말라위·르완다·소말리
아·튀니지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파푸아뉴기니·동
티모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7

식물방역법령 해설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1. 포도의 묘목·접수· - 아시아 : 대만
- 포도황화병
삽수 등 재식용 식물 - 유럽 : 프랑스·독일·이탈리아·세르비아-몬테
[Grapevine flavescence
(종자를 제외한다)
네그로·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스페인
doree phytoplasma]
- 북·중아메리카 : 미국·캐나다·멕시코·코스 - 포도피어슨병
타리카
[Xylella fastidiosa]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파라과
이·브라질
12. 아보카도·파인애플·
여지·Indigofera
hirsuta·테다소나
무·Pinus elliottii·
강남콩·오크라·수
박·무·여주·고
추·토마토·호박·
멜론·부추·치자·
칸나·차나무·커
피·생강·알파파·
후추·고구마·사탕
수수·대두·옥수
수·땅콩(땅콩의 껍
질이 없는 종자는 제
외한다)·빈랑·코코
넛야자·Curcuma
longa·당근·까마
중의 생식물의 지하
부, 파초속식물·운
향과식물·Calathea
spp.·안스륨속식
물·근대속식물·
Dioscorea spp.·
배나무속식물의 생식
물의 지하부

북아메리카 : 미국·캐나다·멕시코
- 감귤뿌리썩이선충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Radopholus citrophilus]
남아메리카 : 전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아프리카 : 전지역
[Radopholus similis]
아시아 :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
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이스
라엘·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
- 유럽 : 벨기에·프랑스·독일·포르투갈·이탈
리아·네덜란드·폴란드·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폴리네시아·휘지·하와이제도
-

13. 소나무속식물·잎갈 - 아시아 :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나무속식물·개잎갈 - 북아메리카 : 미국·캐나다·멕시코
나무속식물의 묘목
류·목재류(식물검역
소장이 정하여 고시
한 가공목재류는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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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Monochamus alternatus,
Monochamus carolinensis]
- 소나무종유석병
[Cronartiumcolesoporioides]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4. Acer macrophyllum, - 유럽 : 독일·네덜란드·영국·스페인· - 참나무역병
Aesculus californica,
벨기에·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덴
[Phytophthora ramorum]
Arbutus
menziesii,
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슬로베니
Arctostaphylos
아·폴란드·스위스
manzanita,
Calluna
vulgaris, Camellia spp., - 북아메리카 : 미국(캘리포니아주 Marin·
Fraxinus
excelsior,
Monterey·Napa· San Mateo·
Griseliria
littoralis,
Santa Clara· Santa Cruz·
Hamamelis virginiana,
Sonoma· Alameda· Solano·
Heteromeles arbutifolia,
Mendecino· Humboldt·Contra
Lithocarpus densiflorus,
Costa· Lake·San Francisco카운티,
Lonicera
hispidula,
오레곤주 Curry카운티 및 뉴욕주
M a i a n t h e m u m
Nassau카운티에 한한다)
racemosum(Smila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 P.
japonica, P. floribunda
× P. ja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Quercus spp., Rhamnus
c a l i f o r n i c a ,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의 묘목(대
목 포함)·접수·삽수 등 재
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
과 수피가 붙어 있는 목재류

※ 비고
1. 위 표의 수입금지식물중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수입금지지역에는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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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04
● 관리병해충 학명 변경 : 1종

식물방역법
제·개정

3. 개정이후 관리병해충 수
● 관리병해충: 2,071종(병 492, 해충 1,562, 잡초 17)

● 생산시설 요건

이중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으며 과실을 통해 유

① 재배매체

입 가능한 병해충 45종(병5종, 해충 40종)이 검역

- 멸균처리(121℃, 1.2kg/㎠, 1-4시간 또는

병해충으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지중해과실파리 등

100℃, 1.033kg/㎠, 6-10시간), 재배시 깨끗

6종의 병해충(병2종, 해충 4종)은 이집트산 오렌지

한 물 사용 등

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별

② 생산 및 포장시설 요건

도의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시설 출입제한, 소독 실시 등

이에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와 복 숭 아 과 실 파 리

■ 아래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위생증 첨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
조제1호제나목

1 개정사유
●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50
종을 관리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관리

1 제정사유
● 2004년 12월 이후 재배매체가 부착되었다는 이
유로 캐나다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팽이버섯에
대해 캐나다식품검사청이 2007년 5월 2일자 서
신을 통해 식물검역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재배매체가 부착된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캐나다 수입 허용 입장을 밝힘.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받은 시설명).”
(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
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 1년에 2회 승인 시설 점검 및 승인시설 목록
캐나다측에 1회 통보

관리방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재배지 검사 및 수출검사를 통한 무발생 증명을 조
건으로 설정하는 등 수입위험분석 과정을 통해 이
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에 대해 수입허용 조건을 설
정하게 되었음.
(홈페이지: http://www.npqs.go.kr/homepage/
plant_info/plant_info_0214_1_view.asp)

2 주요내용

병해충 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16종을 관리병해

- 따라서, 동 수출요령을 식검고시로 제정하여 팽

● 이집트 식물 식물검역소(CAPQ)에서 수출과수

충 목록에서 삭제하고 1종은 학명을 수정하여 등

이버섯 생산자들에게 요건을 알리고, 또한 일선

원으로 지정한 곳에서 생산된 이집트산 오렌지

록하기 위함.

에서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캐나다 수

(3품종: 네이블, 발렌시아, 발라디 품종) 생과실

출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함.

만을 수입허용.

2 주요내용
● 식물검역소 고시 제2007-1으로 고시된 관리병
해충 2,037종에 더하여 새로운 병해충을 관리병
해충으로 추가지정 : 50종
● 국내분포가 확인되어 관리병해충에서 제외 :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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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rocera zonata)에 대해서는 저온처리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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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요건
요약>
■ 식물검역소로부터 팽이버섯 생산시설을 사전
승인받아야함.

1 제정사유

● 지정된 수출과수원에서 우리측 검역병해충에 대
하여 CAPQ에서 마련한‘과수원병해충방제프로

1999년 11월 이집트 정부로부터 이집트산 오렌지

그램’
에 의거 예찰·방제조치하고, 예찰결과 특

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아,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히 2종의 병원체(Septoria citri 및 Citrus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lep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 대해

IRA)을 실시하여. 이집트산 오렌지에서 모두 141종

서만 수입 허용.

의 병해충이 확인되었음.

● 과 실 파 리 2종 (Ceratitis capitata 및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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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rocera zonata)에 대해서는 과실 중심부

검역정보 - 국내

온도 1.7℃이하에서 16일간 저온처리(육상 또는
수송 중)하여야 하고, 우리측 식물방역관의 현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크 일련번호”
를 추가하고 신고 후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업체별 마크 제작에 혼선이
있어서 소독처리마크 제작 예시를 소독업체에 널리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해서만 수입허용.

알려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하였다.

● 수출입 검사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이집트 식물검역소측이 원인을 규명하고

국립식물검역소, ’
07.9.1.부터 9.30.까지“검
역강화기간”운영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집트산 오렌지 생
과실의 잠정적인 수출입 및 검사를 중지하고, 원

◆ 소독처리마크 제작 ◆
기존 예시

인조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
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당해 조치의 지속여
부 및 조치방법을 결정함.

제주산 감귤, 미국 알래스카 주로‘5년만에
수출 재개’

● 기타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
기 또는 반송 조치됨.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추석

KR-OOO

절을 전후하여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ZZ-001)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07.9.1.~9.30.

YY(또는 YYDB)

30일간 수입농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2년 이후 미국 수출이 중단되었던 제주산 감
귤이 오는 11월 26일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

기존 예시

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여행객 휴대
한국산 감귤은 2002년 12월 감귤궤양병이 검출되
면서 수출이 중단되었지만, 국립식물검역소는 감귤궤

● 검역강화기간 중에는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

양병 확산 가능성이 낮은 알래스카 주로 한정해 감귤

원배치 등을 통해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동식물검역소는

단속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수차례 협의 끝에 25일 이를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수출조건은 △ 감귤궤양병 감귤선별
△ 고압 공기 또는 물세척 △ 수출포장 상자에‘알래

KR-OOO

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이며

(ZZ-001)
YY 또는 YYDB

● 연휴기간 중에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중단되

주1) (ZZ-001) :“ZZ”
에는 업체고유의 부호를 영

지 않도록『식물검역 특별지원반』
을 편성 근무

문 2문자로 표시하고,“001”
에는 업체별 마크

토록하여 신속하게 검역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표시하되, 괄호를

록 지원하였다.

반드시 표시
주2) YY 또는 YYDB : YY 또는 YYDB를 선택적

스카 주만 수출가능’표기 기재 등만을 규정하고 있

으로 표시하되,“YY”
에는 MB 또는 HT를,

어 종전보다 수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YYDB”
에는 MBDB 또는 HTDB를 선택적
국립식물검역소는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
체 등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산 감귤의 대미

국립식물검역소는 열처리 소독업체 등에 기존에 사

으로 표시하며, 괄호를 넣지 아니함

용한 소독처리마크에“업체 고유의 부호 및 소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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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식물검역소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신설 하였다.

“KR-027”
인“선경목재”
라는 업체가 업체

지난 ’
07.9.3-9.14까지 2주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고유의 부호를“SK”
로 하여, 2개의 HT 소

발된 16명의 교육생에게 식물검역의 업무와 중요성

독처리마크와 1개의 HTDB마크를 제작·사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독처리마크는 아래와

교육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차후 식물방역관 자격

같이 제작하여야 함.

전형시험에 합격되면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자격
을 부여받아 관할구역의 수출식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KR-O27
(SK-001)
HT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농산물 수출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인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농업상

명서”
가 첨부되어야 하고, 수피가 제거된 채 충공이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수입을 허용하기로

없어야 하며, 포장재 가공 시에는 함수율 20%이하가

하였다.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었음

담배가루이는 장미 등 화훼류와 파프리카 같은 채
소류 작물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바
이러스를 매개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장미 등 농산물
에 이 해충이 발견될 경우 소독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해충이다.

그러나 2007년도 7월 WTO/SPS 통보문에 의하
면, 2008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모든
수종의 목재포장재(6mm이하 두께의 목재 및 가공목
은 제외)는 IPPC 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
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른 소독조치를 하고 소
독처리마크를 표지토록하고 있음

담배가루이는 현재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
고 있으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적합한 천적이
없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허용된“담

KR-O27

배가루이좀벌”
은 특히 담배가루이를 선호하는 천적

(SK-002)

으로 알려져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HT

기대된다.

중국 질검총국은 최근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
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수
출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07. 9. 1
일부터 모든 수출식품에 대하여 검사확인 표시제를
실시하여, 의무표시 대상인 중국산 식품에 대하여 관

KR-O27

리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SK-003)

검역정보 - 국외

HTDB

● 표시대상 : 모든 수출식품
- 육류 및 가금육, 야생동물육류 및 관련제품, 내
장(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알 및 알 가공
품, 식용동물유지, 지타 동물원료사용 식품, 채
소 및 관련제품, 우유 및 유제품, 냉동식품 등

- 천적사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자격취득
을 위한“식물방역관 자격 준비과정”교육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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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기본형태 : 백색 바탕의 원형 마크(지름

국립식물검역소는 2007. 6. 17일자로 담배가루이

20/30/50mm 3종), 남색의 두 줄 테두리 안에

의 천적(天敵)인“담배가루이좀벌(Eretmocerus
mundus)”
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번 수입 허용은 관
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유용동물 위
험평가위원회」
에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남색 글씨로
현행 노르웨이의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침엽
수 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침엽수 목재
포장재는 수출국 식물검역소가 발행하는“식물위생증

+ CIQ, 뒷면에는 16

자리 디지털 ID
* 규격은 질검총국이 정함
** 수출포장 단위 정측면의 좌측 혹은 우측 상단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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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약제명
메칠브로마이드
(MB)

투약량(g/㎥)

처리온도(℃)

64.5

11이상~16미만

56.5

16이상~21미만

48.5

21이상

처리시간
3시간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의 EU
수출 허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U측에 수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

● 제1호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은 이란산 석류는 국
내 도착 후에 제1호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서 소

이에, EU 집행위원회으로부터 우리측 요구 자료를

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07.9.24일부터 적용)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 미국의 경우 : 주명 및 카운티명 부기

●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과실류는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 식물검사증명서에 부기사항 없는 경우 식물방역

감 등이며, 금지지역 이외의 캘리포니아 지역산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수입제한을

과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

위반한 경우”
에 해당 폐기·반송

음”
을 확인해 주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
07년도 미국산 과실류 수입검역실적(9.20, 현재)

수용하여 수출기간을 연장키로 결정문(Commission

: 90,486톤

Decision)을 공고(’
07.6.18.)하였다.

- 오렌지 63,833, 레몬 3,177, 참다래 2,323, 자
품 목

당 초

변경(기간 연장)

편백나무속
소나무속

2004. 6. 1.~2007.12.31

2004. 6. 1.~2010.12.31.

2004.11. 1.~2005. 3.31.
2005.11. 1.~2006. 3.31.
2006.11. 1.~2007. 3.31.

2004.11. 1.~2005. 3.31.
2005.11. 1.~2006. 3.31.
2006.11. 1.~2007. 3.31.
2007.11. 1.~2008. 3.31.
2008.11. 1.~2009. 3.31.
2009.11. 1.~2010. 3.31.

향나무속

몽 4,949, 양벚 3,946, 아보카도 189, 포도

긴급제한조치

1,047, 기타 11,022톤

국립식물검역소는 ’
06.11.20일. 미국 CA주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Santa Anna) 지역에서 귤과실파리
(Bactrocera dorsalis)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지역산 기주과실류의 긴급수
입제한 조치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지난 ’
07.9.20일
미국측으로부터 귤과실파리 행동지침(Action Plan)에
의한 박멸 활동실시 결과, 최초 발생 후 3세대 이상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재발생이 없어 박멸을 선언하
고 검역규제조치를 해제(’
07.7.17)한다는 내용을 통보

무역병 관련식물 2종(Garry elliptica, Mahonia

받음으로써 우리소에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던 상

aquifolium)이 추가되었음을 통보 받아, 식물방역법 제

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
07.9.28일자로 해제하였다.

이란산 석류에서 검출되는 석류명나방의 기주범위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6조(수입제한) 제4항에 따라 이들 2종의 식물에 대해

가 넓어 국내 유입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07년

Solano 카운티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
07.11.1일 선적분부터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사항을

9월 1일 선적분부터 이란산 석류 수입요건을 아래와

지중해과실파리(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기재하여 수입토록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취했다.

같이 변경조치를 취했다.

capitata)가 발생하여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

● 이란산 석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란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이란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사증명
서에 소독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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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검사증명서 부기 내용

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
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Solano
카운티 일부 지역산 지중해과실파리 기주 과실류의
수입을 전면금지(미국의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일 기준

“ 이 화물은 참나무역병 검출사항 없음”
“This
(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hytophthora ram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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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병해충 | Bactrocera latifrons (Hendel)

05
Bactrocera latifrons (Hendel)

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남부, 대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학박사
이흥식
lhsgo@npqs.go.kr

▶▶이명
Chaetodacus latifrons Hendel
Dacus latifrons (Hendel)

태국, 파키스탄, 브르네이에 분포한다. 동남아시아

본 종은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종그

의 여행객을 통하여 미국(U.S.A), 오스트레일리아

룹과 매우 비슷하여 동정시 혼동되지만 Bactocera

(Australia)에 침입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남부 오

속내 다른 종과 다른 특징은 안테나홈에 각각 한 개

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 침입하여 발생하여 검역

의 흑색점을 갖고 있으며, 등판은 흑색이며, 측면에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세로무늬띠(lateral vittae)를 갖고 있으나 중앙에

국내 유입시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외에서 월

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순판에 acrostichal

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중 재배되는 온실

setae가 돋아있으며, 소순판은 전체가 황색이다.

이나, 제주도 남쪽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암컷의 산란관은 삼엽(trilobed)이다. 날개의 전연

가지과실파리의 주요기주는 가지과 작물로 알려
져 있으며, 가지, 고추, 칠리고추, 토마토, 피망, 까

▶▶일반명

마중, snake gourd(Trichosanthes cucumerina)

한국명 : 가지과실파리, 말레이지아과실파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록에는 바

영 명 : Solanum fruit fly, Malaysian fruit

나나, 구아바, 레몬, 망고, 스위트오렌지, 오이 등도

fly

기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기록은 Bactrocera
dorsalis complex group의 다른 종에 의한 것으로

▶▶분류학적 위치

보고 있어 진정한 기주로 보기 어렵다.

곤충강 Insecta
파리목 Diptera
과실파리과 Tephritidae

▶▶생태
Bactrocera latifrons (Hendel) 가지과실파리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라오스, 말레이지아, 베

▶▶형태

맥을 따라 있는 무늬 (costal band)는 아전연맥
(subcosta)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날개 끝의

▶▶참고문헌
White, I. M. and M. M. Elson-Harris. 1994.
Fruit Flies of Economic Significance:
Their Identification and Bionomics. CABI.
pp601.
Hardy, D. E. 1973. The Fruit flies
(Tephritidae-Diptera) of Thailand and
Bordering Countries. Pacific Insects
Monograph 31. pp.353
<정리: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흥식>

반점까지 연결되어 있다.

▶▶검역사례
피해 과에는 산란구멍의 흔적이 보이며 산란구멍
주변이 괴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 초기단계부
터 다른 증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외부증
상이 나타나기 전에 과일의 내부가 썩는다.

가지과 작물의 중요한 해충으로 암컷 성충은 과

검역현장에서 발견 사례는 공항을 통한 휴대품에

피 아래에 산란하고, 산란된 알은 평균 2-3일이면

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2005년 태국에서 2회,

부화한다. 유충기간은 평균 8.5일이다. 토양 속에

2006년에는 베트남에서 3회, 태국에서 3회가 발견

서 용화하고 번데기 기간은 평균 10.2일이다. 성충

된 사례가 있다. 대개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

은 연중발생하며 우화 후 6-17일 후에 교미하고 산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여행객

란한다.

중에 칠리고추를 휴대하여 반입할 때 주로 발견된다.

그림 1. 등면 전체모습

그림 2. 옆면 전체모습

그림 3. 가지과실파리 분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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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 Lepidosaphes tokionis (Kuwana) 관리해충에 대하여

06
Lepidosaphes tokionis (Kuwana)
관리해충에 대하여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서수정
suhsj97@npqs.go.kr

■ 검출정보 : 인천공항지소(2007.3.29.)에서

스리랑카산 Codiaeum묘목에서 검출
■ 분류학적 위치 : Coccoidea (깍지벌레상과),

Diaspididae (깍지벌레과)
■ 학명 : Lepidosaphes tokionis (Kuwana)

관리해충
■ 일반명 : Croton mussel scale
■ 육안 특징 : 암컷성충 깍지(scale cover)는

가장자리는 거의 평형을 이룸 (그림 3). 머리에 1쌍
의 돌출된 돌기(lobes)가 있음 (그림 4); 노숙성충
의 경우 머리앞부분이 경화됨. 복부마디사이에 가
시(spurs) 및 돌기(bosses)가 없음. 밑판
(pygidium)은 넓은 사다리모양임 (그림 5). 전기문
둘레구멍이 있음 (그림 6)

■ 참고문헌 : Takagi, S. 1970. Diaspididae of Taiwan based on material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he Japan-U.S. co-operative science programme (Homoptera: Coccoidea) part.
II. Insecta Matsumurana vol. 33(1): 1-146.

■ 분포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일본(혼슈), 멕시코, 미국, 쿠바, 푸
에르토리코,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괌, 하와이,
아프리카 일부지역 등
■ 기주 : 홍학꽃속(Anthurium sp.), 고추속

(Capsicum sp.), Citrus maxima, Codiaeum
cariegatum pictum, Codiaeum sp., C.
variegatum, C. variegatum pictum,
Cordyline terminalis, Croton sp., Croton
tiglium, 목화속(Gossypium sp.)

짙은 갈색의 가늘고 긴 굴모양임 (그림 1,2)
■ 생태정보 : 현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는
■ 육안 특징 : 깍지(scale cover)는 끝이 약간

없음

뭉뚝한 원추형임 (그림 1)
■ 경제적중요성 : 크로톤(Croton) 묘목에 피해를
■ 슬라이드표본 특징(암컷성충) : 몸은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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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해충으로 보고

그림 1~3. Lepidosaphes tokionis (Kuwana), 스리랑카(인천공항지소 검출), Codiaeum묘목, III-29-2007: 1~3. 암컷성충, 4. 머리,
5. 밑판, 6. 전기문둘레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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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 캐나다산 블루베리 묘목에서 검출된 Blueberry scorch virus

캐나다산 블루베리 묘목에서 검출된
Blueberry scorch virus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김상목
smkim@npqs.go.kr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Vaccinium corymbosum
cvs.‘Berkeley’
,‘Pemberton’
,‘Bluetta',
‘Earliblue’
,‘Jersey’등에 발생하며,
Chenopodium quinoa, Nicotiana
occidentalis에도 감염
■ 피해 및 생태 :

■ 개요 : 2007. 3. 5. 중부지소에서 캐나다산

블루베리묘목에서 검출
■ 학명 : Blueberry scorch virus
■ 분류학적 위치 :

Flexiviridae Carlaviruses
■ 형태적 특징 :

폭 14 nm, 길이 690 nm의 사상형 바이러
스, 약 35 kDa의 외피단백질과 약 8.4 kb
의 외가닥 RNA로 구성

블루베리 품종이 BlScV에 감염되면 심각한 피
해를 입게 된다. 대부분의 highbush blueberry
품종에 감염되면 개화기의 잎과 꽃에서 마름증
상(blighting)이 일어나며, 가끔 다음해까지
silverlish color(Fig. 1)가 유지되기도 한다. 몇
몇 품종에서는 접목후 2~3년간 병징이 나타나
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생육 후기에 oakleaf
pattern(Fig. 2.)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품종도
있다. 일반적인 블루베리 진딧물(Ericaphous
fimbriata)에 의해 전염이 되며 종자에 의한 전
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Fig. 1. silverish color를 보이는 블루베리 꽃

■ 분포지역 :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태리 등
■ 기주식물 :

자연상태에서는 Vaccinium속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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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생육후기에 oakleaf pattern을 보이는 블루베리 잎

사진 출처 : www.dp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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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내 미기록종 혹파리(Contarinia
maculipennis) 발생 및 방제

2 분류동정 및 검역적 위치
● 채집된 유충을 사육하여 우화성충을 중부격리재
제주지소
오시헌

배관리소(이흥식 연구사)에 동정 의뢰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혹파리과 해충 Contarinia

osh1350@npqs.go.kr

maculipennis으로 동정됨
- 식물검역정보지 2005-4호(제112호)에 게재된
해충과 동일한 종으로 판명

1 발생 경위

● 형태적 특성
- 수컷의 flagellomere의 환사고리는 매우 울퉁
불퉁하다. 암컷 두 번째 flagellomere의 길이는
첫 번째의 것의 1.8~1.9배 정도이다. 날개 길이

●’
07. 6. 5. 수입식물 재배지에 대한 포장순회 중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영산농원 태국산 덴드로

(aedeagus)는 아생식판(hypoproct)을 넘어서
까지 확장되어 있다.

비움묘(10,000개) 하우스(1,815㎡)에서 꽃 봉우
리에만 가해하여 재식수량의 약 20~30% 피해
증상을 보이며, 꽃 봉우리는 초기에 갈색반점을
형성하고 점차 가해부위가 확대 부패되어 개화
하지 못하고(그림 1, 2) 피해부위를 절개 조사한
결과 파리목 유충이 발견됨(그림 3)

내 미기록종으로 기주는 히비스커스, 쟈스민,
토마토, Plumeria, 덴드로비움, 가지, 고추, 감
자, 여주, 채소 및 관상식물

● 피해 꽃봉오리는 전량 채취 밀폐용기에 수거 후
소각 조치

- 유충 복부 8절의 기문(spiracles)은 돌출된 엽편
- 생활사는 알에서 성충까지 21에서 28일이 소요

- 동남아시아 원산(태국 등), 일본, 미국이며, 국

● 발생 하우스내 살충제 살포 등 방제토록 조치

는 암수 모두 1.3~1.5mm이다. 수컷의 생식기

의 끝에 위치한다(그림4, 5)
● 위험도 분석 결과(본소)

3 발생농가에 대한 조치사항

● 혹파리 확산방지를 위해 방제가 될 때까지 재배
식물 이동 제한 협조요청

되며, 성충은 전형적인 비행 형태가 어느 정도
모기와 비슷하며, 단지 4일만 생존한다. 비교적
큰 복안과 몸보다 1~2배에 달하는 반점이 있는
한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약 2mm 길이)

- 관리급 해충으로 관리, 국내 미분포종으로 유

A : 수컷 3령 유충 3령 flagellomere
B : 암컷 1, 2령 유충 flagellomere
C : 유충 복부 8과 9마디

입, 정착,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유입 시 양란
등 시설재배 식물에서 경제적 피해가 예상

피해증상

그림4. 혹파리 성충
그림1. 가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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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부패·고사 꽃 봉우리

그림5. 외부형태 도해(출처 : Tokuda, 2002.)

그림3. 가해 파리목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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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내 수입 덴드로비움속 식물 재배지 예찰 조사

6 발생포장 재발생 여부 조사
● 조사기간 : 2007. 7. 2 ~ 9.28(3개월)

● 조사기간 및 장소 : 2007. 6. 19 ~ 6. 25, 덴드로비움속 식물 재배지 6개소
● 조사결과 : 혹파리 및 혹파리 피해증상 발견사항 없음

● 조사방법
- 최종 발견일 7. 2 ~ 9. 30(3세대 이상)까지 1주일 간격으로 발생포장 재발생 여부 조사 12회 실시

5 방제상황

- 끈끈이트랩 및 혹파리 피해 유사증상 꽃봉오리 실험실검사 실시
● 조사결과

● 확산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제
- 피해 꽃봉오리는 전량 수거 후 북부광역소작장에서 폐기(소각) 조치 2회(사진 6, 7, 8)

- 동 조사기간(3세대 이상)동안 혹파리 피해증상 및 성충·유충 발생사항 없음
- 집중방제 이후 총채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월1회 농약 살포

사진 6. 피해 꽃봉오리 제거

사진 7. 피해 꽃봉오리 수거

사진 8. 피해 꽃봉오리 밀봉 운반

● 화학적 방제 및 끈끈이트랩 추가 설치
- 최초 발견 6. 7~30일까지 해충 저항성 회피 및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살충제를 교차 4회 집중 살포
- 방제 및 예찰활동 강화를 위한 끈끈이트랩 150개 추가 설치

사진 7. 방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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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끈끈이 트랩

사진 10. 재발생 여부 조사

사진 11. 방제후 덴드로비움

사진 12. 방제약제

사진 9. 끈끈이 트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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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아르헨티나 살타(Salta)지역에서 감귤궤양병 발생

pox virus)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됨.
● 조사결과, 15개의 농가의 몇몇 자두나무에서 동

● 아르헨티나 살타(Salta)지역의 감귤 과수원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됨.
- 동 지역은 주로 러시아와 유럽에 수출되는 감귤

바이러스의 몇몇 증상이 발견됨.
- 총 19개의 샘플에 대한 실험실 검사결과,
PPV-D, PPV-M, PPV-Rec로 동정됨.

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동 병원균 발견에 따라 유

● 이에 따라 러시아측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

- 또한, TCDVd는 토마토 작물을 감염시켜 감자

지 않을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잠정수입제

걀쭉병과 같은 증상으로 성장 위축이나 수량 감

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중국측에 통보함.

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른 가지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검역

과 작물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균임.

당국은 수출과원 관리 및 방제, 수출업체 등록
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럽으로의 감귤 수출에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임.

4. 스코틀랜드 페튜니아에서 Tomato chlortic
dwarf viroid 발견

● Catamarcs, Jujuy, Salta, Tucuman 등의 아
르헨티나 북서부 지방은 감귤궤양병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 그러나, 최근 Salta 지역에 감귤궤양병이 발생

3. 중국, 러시아 농산물 수출업체 등록제 전면 실시

(Potato spindle tuber viroid : PSTVD)이 발

되어 동 병원균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올해 11월 1일부터 검역기
관에 등록하지 않은 수출업체의 과일 및 화훼,
채소류의 러시아 수출은 불가능함을 통보함.
● 러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10월말까
지 등록업무를 마감하여야 하며 검역당국은 이
를 러시아 검역당국에 통보할 예정임.

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자두곰보병 발견

● 러시아 검역당국은 2007년 1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국산 농산물에서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서쪽의 니크시크(Niksic)
주변의 자두 농가를 중심으로 자두곰보병(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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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유럽 가지과 식물에서 감자갈쭉병

총 27회 유해병해충 및 식물검역증과 수입물량
의 불일치 등을 발견함.

5. 영국, 토마토생산지에서 콜롬네아잠재바이
로이드(CLVd) 발견

견됨에 따라 EU 회원 국가들은 동 병의 기주식
물에 대해 국가별 예찰활동을 요구함.
● 스코틀랜드는 동 활동의 일환으로 5개의 종묘상
에서 전체 166개의 페튜니아 시료를 수집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 2영국의 토마토 생산지에서 콜롬네아잠재바이
로이드(Columnea Latent Viroid : CLVd)에 감
염된 토마토를 발견함.
● 영국에서 동 바이로이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 각각의 시료는 10개의 식물로부터 잎을 채집하

처음이며, CLVd는 감자걀쭉병(PSTVd)과 토마

였으며, 실험실 검사결과 Tomato chlorotic

토 TCDVd(Tomato Chlorotic Dwarf Viroid)와

dwarf viroid(TCDVd)로 판명됨.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PSTVd는 2003년에 영

● 동 병은 감자걀쭉병과 마찬가지로 관상용 기주
식물에서 잎의 주름이나 변형을 야기 시키며, 때
로 잎맥 등의 황화를 초래함.

국의 토마토 생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는 PSTVd와 TCDVd가 가지과 식물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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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바이로이드의 일차 기주는 토마토, 브룬펠지
어, 콜롬네아, 네마탄서스와 같은 장식용 화초류

7. 미국, 태국산 과일 6종 수입 허용

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검역관은 동 화물에 대해
수출불합격통지서를 발부하여 수출을 금지시킴.

- 동 바이로이드의 감염 증상은 주로 성장 저해,
잎 변형, 황화 등이나 이번 발생에서는 잎의 적
색화와 괴사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남.
● 동 바이로이드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정책이 시행됨.
- 종묘장 통제와 추가 확산방지 조치 및 기주식물
판매금지, 정확한 발병상황과 감염 정도,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 등

●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는 태국산 과일 6종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에서 수입한 세포아풀
(Poa annua)로 퍼팅 그린 5개소를 보수하였으

- 뿌리를 잘라보니 수백개의 알이 흘러 나왔으며,
분류동정결과 Subanguina radicicola(씨알선
충 일종)로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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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전조사 및 사전 검역 실시

- 페루로 수출되는 포장상자에 산지와 과수원, 선
과장 등을 표기할 것

9. 페루, 중국산 배 수입 허용

- 식물위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물위생증상
에 방사선 조사 내용을 부기할 것

Peronophythora litch가 없음을 추가로 부기

● 동 법안은 2007년 6월 21일 연방법에 공표되고,
7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8. 중국, 러시아 수출용과일에서 복숭아순나방 발견

● 페루동식물검역소는 7월 11일 중국산배의 페루

10. 중국, 검역대상병원균 추가

시장 수출허가를 공고함.
- 이는 2006년 중국산 사과의 페루시장 진출 이
후 두 번째로 중국산 과일에 대한 페루검역국의
수출 허가를 받은 것임.

● 중국검역당국은“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물 검
역대상 병원균 리스트”
를 2007년 5월 28일 반
포함.

● 배의 페루시장 개척을 위해, 2004년 중국질검총

- 병원균 목록을 기존의 84종에서 435종으로 확

국은 정식으로 페루에 배 수출허용을 요청하였

대 하였으며, 병원균을 1류와 2류로 구분하지

고, 중국 배의 병해충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않아 검역현장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며, 관련 국

적극적으로 페루 식물검역부에 협조를 함.

제기준에도 부합됨.

● 흑화검험검역국은 러시아 수출용 배의 현장 검

● 2005년 중-페 양국은 북경에서‘중국배의 페루

● 1992년 제정된“수입식물 위험성 병, 해충, 잡초

역과정에서 해충 피해 증상이 뚜렷한 과일을 발

식물검역요구조건 의정서’
에 가서명하였고, 의

리스트”
를 2002년 국가질검총국은 전문가 의견

견하였으며, 샘플검사 비율을 높여 검사를 실시

정서 요구조건에 따라 중국배의 수출검역요건

을 반영하여 동 리스트를 개정하였으며, 명칭도

하였음.

확인 및 페루 측 요구자료 제공 등 끊임없는 노력

“수입식물 검역대상 유해생물 리스트”
로 변경함.

으로 마침내 중국산 배의 페루 수출이 가능해짐.

- 보다 정확한 유해병원균리스트 구축을 위해 국

- 동 검사과정에서 검출된 해충에 대한 실험실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결과,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으

동 선충이 미국내 골프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

로 동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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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발생 방지

에서 재배한 것 일것

● 동 선충은 캐나다 New Bruniswick의 골프장에

이 처음임.

- 과실 포장 등 병해충 종합방제 실시로 검역병해

- 태국국가검역기관에서 지정 및 관리한 생산지

- 뿌리를 검사한 결과 혹이 발견되었고, 뿌리혹은
길게 꼬여있었으며 길이가 1밀리미터 이내였음.

록할 것

● 태국산 과일 6종의 미국 수입기준은 다음과 같음.

며, 2007년 2월 동 세포아풀(Poa annua)에서
흰색줄을 발견함.

- 배과수원, 선과장은 반드시 중국검역당국에 등

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할것
● 2006년 가을 워싱턴주 Snoqualmie의 골프장은

산일것

(여지, 용안, 망고, 망고스틴, 파인애플, 람부탄)

- 여지의 경우, 사전 검역 실시 및 곰팡이 균인

6. 미국 워싱턴주에서 씨알선충 발견

북경 등 북방 지역
-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무발생지역

이며, 이론상 감자도 동 바이로이드의 기주식물
이나 실제 재배 시 감자에 감염되기는 어려움.

- 지역: 산동, 하북, 신장, 섬서, 산서, 요녕, 안휘,

● 페루의 중국산 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음.
- 품종: 야리, 야조우리, 상조우리 등의 품종

● 동 해충은 중-러 식물보호협약에서 규제해충으

가질검총국은 검역대상 병원균 위험 분석을 강
화하고 병해충 목록 조정 및 추가를 계속 진행
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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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워크숍 개최

개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대한 토의기간 중에는

◀ 행사장 전경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
국제검역협력과
임규옥
koyim@npqs.go.kr

하게 참여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7
월 26일은 현장견학으로 최근 대미수출단지로 승
인받은 화성의 파프리카 온실을 방문하였으며,
aT센터, 양재 꽃공판장, 하나로마트 견학을 통하

국립식물검역소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과천(그레이스호텔)에서 식물검역 국제기
준 마련을 위한 FAO/IPPC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FAO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
원회 사무국장 및 일본, 뉴질랜드, 중국 등 17개
국 식물검역전문가 21명이 참가하여 신규 국제기
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아태지역의
공통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각국의 의견에 반영되어 9월말까지 IPPC
사무국으로 제출되어 국제기준안에 검토반영되
게 된다. 그 외에도 각국의 식물검역 국제기준 이
행관련 실태 및 문제점, 국제기준 작성에서의 아
태지역 식물검역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
의하였다.
특히 식물검역소는 개회일 우리소가 개발 중인
빠르고 정확한 수출입식물검역 처리시스템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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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을 소개하고
정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농림부가 주최하였으
나 올해는 식물검역소가 주최하여 모든 일정을 계
획하였다. 회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가 98.4%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현장견학,

단체사진 ▶

우리소 직원들의 참여와 친절함, 식사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은 국제회의 개최는 국제협상에서 우리
나라와 식물검역소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개
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여도
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
물검역, 농업,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식물검역소
는 국제회의 개최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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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나둘 채워나갔다.
특히 바이러스, 곤충들에 관해서 식물의 침입양태, 진단, 특성등을 알기쉽게 강의를 해주신 바이러스학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이금희연구사님, 곤충학 홍기정연구관님과 각과목 강사님들, 과정내내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신 한우혁

김 효 섭

담당자와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준비과정 수료 이후 지금까지 잔잔한 호수에 퍼지는
물결의 잔상처럼 나의 뇌리에 남아있는 문구이다.

또 대만수출배선과장을 둘러보며 식물방역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알아보았고 앞으로 식물방역관이 되
어 검역을 하게되는 이미지도 떠올려 보았다.

이번 준비과정은 교육전 나에게는 농업인들이 마치 영웅담처럼 애기하던 해외여행 현지에서 한움큼씩
가져왔다던 종자의 국내유입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던터라 교육 수료후 금지병해충의 국내유
입이 얼마나 심각하고 식물검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처음 방역관 준비과정에 대한 교육안내를 접하면서 근무현장에서 식물병해충과 방제지식에 관한 지식
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농작물관리지도에 접목하고 아울러 수출농산물에 관한 병해충 방제에 막강한
권한(?)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반 욕구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러 식물검역소로 들어서자 건물이 나무들로 둘러서 있어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받았고 대

생각과는 달리 2주간의 교육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나고 교육수료증을 받은 우리의 대부분은 각자 자
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농촌의 들녘을 누비고 있다.
누렇게 익은 벼, 빨간 사과들, 창공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들이 수놓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며 이런
소중한 자연환경이 항상 우리 곁에서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받은 교육이 작물에게는 환자를 치
유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따뜻한 보살핌으로 농업인에게는 수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자세로 임하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나무도 눈에 띄는 것이 오로지 자기의 전문분야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에는 초연하라는 절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제1기 16명으로 2주간의 지대한 관심속에 시작된 교육은 각종 병해충, 법규, 검역, 현장견학등으로 다
양하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과목들은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강사님들의 잘 준비된 자료들과 상세한 해
설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있던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농업현장에서 많이 보았으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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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과장
김홍우
hwkim@npqs.go.kr

아입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다「내

지 못하여 시험장에 입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세에 끼인 까만 떼가 마치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시계! 시계 못 봤니!」그리고는 허겁지겁 젖은 옷

다. 그래서 한의사이셨던 할아버지께서 당시로는

흔적처럼 제일먼저 눈에 띄었었다.

을 뒤지시던 아버지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들여 상심해있는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빈약한 기억력임에도 불구하고 내 유소년기의

갑자기 술이 깨시는지 눈보라가 세차게 휘날리던

서 사주신 시계가 바로 그 시계였다는 것이다.

기억으로 아버지와 세이코 시계는 분신인 듯 언제

그 밤중에 구식 손전등을 챙겨서 족히 십리는 떨어

나 늘 함께였다.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던 아

진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셨다.

지금생각해보면 부친은 당신 아버지의 그 따뜻
한 마음을 평생 동안 그 시계를 통하여 간직하며

버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목에서 시계

그리고 두어 시간은 족히 지난 후에 부친은 손목

살았던 게 아니었나 싶다.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를 풀지 않으셨다. 세수를 할 때도 쉬는 날 들에서

시계를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다시 돌아오셨다. 그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타계로 스물여섯이라는 젊

며칠 있으면 아버님의 기일이다. 굳이 기일이 아

농사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부친

때처럼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셨던 부친의 모습

은 나이에 열세 식구를 거느린 대가족의 가장이되

니더라도 누구인들 자식인 이상 부모에 대해 유년

의 손목에 채워진 세이코 시계는 반짝이는 백색의

은 그 후에도 좀처럼 보지 못했던 듯 하다.

어 동생을 포함한 가족모두를 보살피셨다. 그러한

기나 성년기를 불문하고 나름대로의 기억의 소품

시계줄로 스스로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확인시켜

아버지와 손목시계에 대한 그 다음의 기억은 얼

부친에게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손목시계는 어쩌

한 둘쯤은 지니고 있기 마련일 것이다. 더군다나

주곤 하였었다. 제삿날 같은 때, 안방에 꽤 커다란

마쯤의 세월이 흐르고 언제나 청년일 것 같던 부친

면 그분의 삶을 지탱해준 하나의 버팀목이었을 것

작고한 선친세대와 같이 식민지시대, 해방, 보리

자명종시계가 따로 있었는데도 굳이 손목시계를

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릴 때쯤, 뇌종양수술

이리라.

고개, 군사혁명, 압축성장 등 치열한 격동의 시대

보며「제사지낼 시간이다.」
라고 선언하시던 모습

을 받는 막내딸의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연신 담

요즘 들어 세삼 노골적으로 가족주의의 해체되

를 살다 가신 그분들에 관해서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나, 할머니의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손

배를 태우시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던 모습과,

어가고 있음을 한층 실감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대

와 KFC 그리고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우리의 자식

목시계를 보며 몇 시에 임종하셨음을 가족들에게

있는 재산 다 정리하여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기 위

화와 이해의 단절 속에 모두들 고독을 즐기려는 듯

들이 지금의 부모에게서 느끼지 못할 훨씬 많은 기

알리시던 모습이 마치 어제일인 듯 눈에 선하다.

해 안간힘을 쓰시고 끝내 먼저 떠나버린 동생의 볼

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안쓰럽다. 나는 이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손목시계의 예사롭지 않

품없는 묘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버릇처럼 손목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

은 관계를 재삼 확인한 것은 초등학교시절, 제법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전

인지도 솔직히 걱정스럽다. 그래도 돌아오는 아버

그런 의미에서 벌써 오래전에 작고하신 아버님

눈보라가 날리는 쌀쌀한 초겨울에 있었던 조그만

부이다.

님의 기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부친과 손목

을 떠올릴 때면 가장 인상 깊게 느꼈었던 나만의

사건 때문이었다. 그 날 아버지는 이웃마을 상가

아버지가 작고한 뒤에야 나는 왜 그렇게 그분이

시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려한다. 우리의 삶을

기억이 있다.

집에 들러 술에 만취한 체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

그 시계에 대하여 집착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올바르게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

둥그런 쇠테에 날짜가 나오지 않는, 태엽으로 감

그만 논으로 전복하셨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초상을 치르고 형님이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던

음과 마음간의 교감이라는 사실과 함께… 문득,

아야 돌아가는, 그렇지만 방수만큼은 확실했던 일

분의 도움으로 집에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문

중이었다. 청소년시절, 김제서 떨어진 정읍농고에

작고하신 아버님이 세삼 그리워진다.

제 세이코 손목시계가 그것이다. 임종하시고 유품

제는 그 다음이었다. 목욕을 하시고 젖은 옷을 갈

시험을 보러가야 했는데 기차시간을 제대로 맞추

억들이 존재함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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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의 생각을 원형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문제해결형 Action Learning 교육을 마치고

▷프로세스별 다양한 해결기법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
이튿날부터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법(Brainstorming,
MDA, MECE, Pareto-Chart, Logic-Tree, 5Why’
s,
2)

검역기획과 김 재 두 / 인천공항지소 조 종 희 / 중부지소 조 태 현
호남지소 김 만 석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이 금 희

Process-Mapping등 ) 연습과 수행과제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도출토록 하였는데 이런
기법들은 현업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

1. 주입식, 전달교육에 익숙한 우리에게
A/L 교육은 생소함의 그 자체...
지금까지 교육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수십명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강사는 앞에서 강
의를 하고, 학습자는 강의내용을 암기하여 평가만 잘 받
으면 되는 교육에 이미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
07년 제2
기 문제해결형 액션러닝 집합교육 5일간은 전 팀원이
참여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그저 생소
하고 어색함… 그 자체였다.

2. 5인6각(五人六脚)시스템의 참여형
A/L 교육체계
▷가벼운 마음으로 집합교육은 시작되다
교육의 첫날은 팀명과 Ground-rule을 정하고 5명의
팀원 소개와 과제제목을 선정하며, 팀원간 공통점 찾기

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근본원인 선정까지 진행이 되었는데「대안선정 단계」

1)

이니셜을 따서^FIRST 2016 _
으로 팀명을 정하고 팀원

너무 일반적이거나 과제가 역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것
이미 알려진 해답이 있는 사안
다른 방법에 의해 더 저렴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
상황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있을 것
같은 사안
긴급사항이나 재난 등의 경우처럼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 이하생략
※액션러닝 과제 선정시 유의사항 발췌

에서 팀원들이 과제 해법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감
돌기 시작하더니,「대안모색단계」
에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무리 새로운 문제해결 기법을 적용
하여도 새로운 대안이 도출되지 않고 그 자리가 그 자리
로 일상적인 생각에서 맴돌기만 하는 것이다.

등 가벼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팀원과의 협의결과 우리소 핵심가치(core value)의

Action-Learning을 하지 말아야 할 과제

▷어려움은 철저한 역할분담과 팀웍으로 극복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슈화되고 있으
나 식물검역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다루어 보는 것도 좋

▷원칙을 무시한 과제선정이 실패로 돌아와

간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와 멘토, 팀원간 긴급회의가 시작되고

수행할 과제로 연수원에서 제시한 5과제 중 제일 무난

과제선정에서부터 다시 진단에 들어갔다. 원인은 우리

하다고 생각이 되는^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방제업체

가^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일반적인 과제는 새로운 해결

효율적 관리 방안_
을 선정하고 Action-Learning의 5

방안이 나올 수 없다_
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안일한

대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이 시작하였다.

과제가 선정되었다는 진단이었다. 며칠간의 고민을 하

지 않느냐는 멘토의 방향제시로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제를^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
대식물 검역강화 대책_
으로 재선정하였다. 다른 팀은
현장조사를 다니기 위해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우리팀
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시
작했다.

고 수행했던 과제가 헛수고가 되고 새로운 과제를 재선
정해야하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집합교육의 마
지막 날이 내일 모레인데…

멘토의 자문 및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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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까지 팀원간 머리를 맞대고 다음 일정에 맞

변화, 외래병해충 발견사항과 국내예찰 및 방제체계와

추어 MDA, Logic Tree, 5Why’
s, Process -Mapping

대책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일과 후에는 우리나라와 연관

①부여된 임무는 다음 L/D까지 책임완수

등의 기법을 총동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야별 각

이 많은 일본 중국등 외래병해충 유입사례 및 아열대국

②미팅 중 모든 팀원은 동등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

종 자료조사, 현장 답사, 설문조사 등 다음 Learning-

가의 주요병해충, 최근 수입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③타인의 발표는 끝까지 경청하고, 차례지켜 발표

day까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역할 분담하고 책임지고

인터넷과 서적에 자료를 찾아 동분서주하여야 했다.

④모든 아이디어와 발언의 가치는 동등하다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관심도와 대책에

FIRST 2016팀 Groung Rule

⑤의사결정은 과반이상의 찬서으로 한다…… 이하생략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난지농업연구소에 현
장 방문하여 우리나라 온난화 정도와 금후 변화 추이,
온난화로 인한 식물의 변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생태

큰 도움이 되었으며 줄무늬잎마름병 대량발생으로 문제가

휴회하거나 연기시켜 충분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되고 있는 전북 서천, 부안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등 여유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오인오색의 생각을 하나

현장탐방·설문조사·자료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

로 융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모든 팀원

료를 종합하고 분석하기 수차례, 과제의 흐름은 어느 정

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하

도 골격이 잡혀가는가 하였는데 그 무덥던 여름의 막바

나의 결과로 묶어내는 것도 액션러닝 교육의 일부라는

지를 치닫던 8월의 마지막 날, 6차에 걸친 Learning-

것이다.

day도 그렇게 끝나고 우리의 교육 일정도 종착역에 닿
아 있었다. 쉴 사이도 없이 2주 후 있을 최종 보고서 문
서화하는 작업에 몰입하여야 하였다.

줄무늬잎마름병 집단발생지 조사(전북 부안 8.17)

이 자진 참여하고 수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성찰하여 결
과물도 중요하지만 수행 과정도 중요시하는 교육이 아
닌가 생각된다. 이런 참여형, 체험형 교육은 어려운 때
일수록 팀원간의 결속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합리적인 문제도출과 이를 집약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사고와 현업에서의 문제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팀원의 발표력 향상을 위하여 밤을 새운 발표 연습과

▷현업과 과제수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너무도 바빴다

자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발표

주 5일 중 2일간 6회에 걸쳐 연수원에 교육출장을 한

기법 특강도 발표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Learning-Day에 있었던 발표
된다.

다는 것이 나의 업무를 다른 동료직원에게 떠맡기는 것
같은 부담으로 마음 가볍게 교육에 임하기 어려웠고

교육이 끝나고 정문을 나서기만하면 모든 것이 잊어

▷오인오색(五人五色)의 생각을 하나로 융합

Learning-day 중에도 농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수강하

버린다는 주입식 교육과는 역시 달랐다. 온몸으로 경험

여야 하고, 다시 과제수행을 위한 분담된 자료조사·분

하여 취득한 지식은 오래가는 법이다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다
양성이 구비되어 액션러닝 팀으로는 이상적이었으나,
안건의 토론시에는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 적당한 통제 조절하는 방법 으로 Ground
-Rule인「모든 아이디어와 발언의 가치는 동등하며, 타
인의 발표는 끝까지 경청…」Rule을 적용하여 대립되는
의견도 충분히 토론이 되도록 하여, 토론을 활성화 하였
으며,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팀장의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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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실천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팀원

3. 액션러닝 교육의 어려움은 곳곳에
우리 팀은 본·지소 및 관리소와 근무경력, 근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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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실천의 교육방법, 합리적인 문제해
결 기법은 현업에도 큰 도움
문제해결형 Action-Learning은 현장업무와 교육의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양한 대안 마련에

▷최종 대안을 찾아 동분서주

4.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남는 것도
많은 문제 해결형 액션러닝 교육

석이라는 숙제를 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끙끙대기도
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과제정리를 위한 머리를 감
싸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내가 진정으로 무능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과 고민도 많았지만 과제가 해결되어 가고
결과물이 하나 둘 엮어 나오기 시작하자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우리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얻었으며,
최종결과 발표에 대한 평가와 격려는 팀원들 모두 그간
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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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역을 다녀와서

FIRST 2016팀 Groung Rule
비교 항목
패러다임

전통적인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습활동 및 과정의 중요성

이론과 실천의 관계

이론과 실천의 차이

이론과 실천의 일치교육

학습방법

주입식, 전달식

참여와 성찰을 통한 자기학습

교육생의 역할

수동적 지식의 흡수자

적극적인 참여자

강조점

현장과 관련성이 적은 전통적 내용중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및 발전 내용중시

교육과 경영과의 관계

교육을 위한 교육
교육전략 ≠ 경영전략

경영성과 기여도의 극대화
교육전략 ＝ 경영전략

▷결과는 아쉬움으로 남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액션러닝 교육은 일반 교육과정보다 길고(2개월) 현
업과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잦은 교육 출장으로 동료
에게 업무적으로 불편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저희들에게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기회를 마련해 주
시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와 지도 해주신 멘토(방제과
장), 소장님이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와서 생
각하면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

Frist 201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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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역을 다녀와서

액션러닝 교육

1. 우리소의 핵심가치(Core Value)의 Future(미래지향),
Innovation(업무혁신), R&D(연구개발), Satisfaction(고객
만족), Trust(신뢰구축)를 의미하는 이니셜
2.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종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잘알고 있는 것이지만 간략
하게 정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Brainstormimg : 구성원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
MECE(Mutually Exclusive & Collectively Exhaustive) :
상호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있는 집합을 의
미하는 전략적 사고 방법
MDA(Multi Dimension Analysis) : 긴급도와 중요도를 기준
으로 메트릭스를 활용하여 중점을 두어야할 문제들의 우선순위을
설정하는 다차원 분석기법
Logic-Tree : 문제의 현상 원인 및 해결방안 등을 연관성
따라 나무 형태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기법
Pareto-Chart : 특정 상황의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핵심요인을 찾을 때 활용
5 Why’
s :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 원인을 물어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을 찾는 기법
Criteria Ranking :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 합계를
내는 방법으로 여러선택 대안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
하는 기법
Fishbone-Diagram :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브레인스토밍에
의해 도표를 나타내어 분류하고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법
Payoff Matrix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실행시 기대효과와
실행용이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최상의 대안을
선택할 때 활용하는 기법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생소하기만 하고 낯선
땅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잠시, 어딘
지 모를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
화도 다른 나라에 그것도 아프리카라니! 언젠가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

TV에서 본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고 흑인들이 서

안 창 엽
anccyy@npqs.go.kr

로 싸우고 굶주리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유행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나라인 것이었다.
세계지도를 펴 놓고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보니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나의 몸에
서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출국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국을 하기위해서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일을 하기 위해 공항을 왔지 출

외로 짧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남아공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앞으로 5시간 후에
나 출발 할 예정이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남아
공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이기에 흑인이 많을거라 생각했지
만 의외였다. 대부분이 백인이고 동양인들.

국을 위해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한번

홍콩에서 남아공까지는 10,687km. 상상이 안

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오늘 이루

되는 거리였다. 대략 14시간의 쉬지 않는 비행에

어진 것이다.

나는 지칠대로 지쳤다. 멀리서는 아침을 알리는

비행기에 올라타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하며 수

태양이 보이고 낯선 땅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

첩을 하나 꺼낸다.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는 소중

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국내선을

한 추억이요, 잊지 못할 기회이기에 연필을 들고,

타고 2시간 남짓 비행해 남아공의 세 번째 도시인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더반(Durban)시에 도착했다.

오후 3시. 비행기가 이륙했다. 떨리는 마음에 우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현

리는 홍콩을 향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대만 상공

지의 수출협회 직원인 인도계 사람. 그는 우리를

을 지나 아시아 최고의 무역항 홍콩을 하늘에서 감

보고“안녕하시오”
라고 친숙한 한국말로 인사를

상하며 첵납콕 공항에 도착. 3시간반의 비행은 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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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바깥 풍경은 실로 놀라웠

처음 방문한 곳은 더반지역 식물검역소. 우리를

다. 드넓은 벌판이 흰 구름에 덮였다 할까 그 벌판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인도계 여성 소장이었는데

위로 곧게 뻗은 도로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매우 젊었다. 앞으로의 오렌지 검사 일정등 모든

신비로울 뿐이었다.

제반사항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다.

6. 수송 중 저온처리용 컨테이너 지정과 온도 감지기 등 확인
7. 선적 전 과일 예냉상태 확인
8. 수송 중 저온처리 확인용 온도센서 설치 및 확인

남아공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역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지역의 지정 및 재배기간 재배지검사는 남아공검역소에서 확인한다.
2. 남아공·한국검역관이 함께 재배지검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재배지 현장확인
3. 선과작업 및 생산농가별 과실표시 라벨(바코드) 부착
4. 수출검사 지정장소로 수송
5. 수출검사(2%이상)

54

수출농가 일치여부 확인

소독처리 목재포장재 확인

검사수량 채취

검사장면

합격된 오렌지

불합격된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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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도착

컨테이너 확인

예냉 확인

지게차로 적재

온도센서 설치(4곳)

온도센서 설치(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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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테이너의 봉인 및 확인

시대에 세계무역 없이도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

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큼 천연자원이 무수히 많다. 때문에 사람들이 여

러나 흑인의 땅에서 이방인인 백인과 특히 인도계

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때로는 너무 게으른

인들이 주인행세를 하며 흑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날씨는 여름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

과 겨울로 나눠지는데 겨울날씨가 우리의 가을과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영향이 역동적인 조

같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화를 이루는 남아공은 독창성과 창의력의 산실이

조건이다.

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과 각 민족의

남아공에 사는 사람은 참 다양하지만 우리와 같
은 동양인은 극히 드물어 우리가 거리를 거닐때면
온도센서 확인

적재 완료

봉인 확인

10. 저온처리 개시시점 서류발급 및 확인
11. 식물검역증 발급

다음날부터 우리는 1차팀에 이어 검사를 시작하

이곳 남아공은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활기 넘치

가 충분히 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에는 많은 도

는 다양한 문화가 숨쉬고 있다. 서쪽으로는 대서

움이 되었다.

양이, 동쪽으로는 인도양이 흐르면서 수많은 서양

남아공 스위트오렌지의 올해 수확량은 많았으나

강대국의 표적이 되었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

대한국 수출량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대부

도 손색이 없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분의 오렌지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정한 문화유산도 7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에서의 수요도 많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으로의

면적은 남한의 12배로 크지만 인구는 4천2백만

수출량이 가장 많아 한국 수출량의 10배에 해당하

이며 영어를 비롯한 공식언어만 11가지가 있다. 남

는 물량을 수출하고 있었다.

아공은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는 프레

국땅이라는 생각이 점차 나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고국 땅에서의 그리운 모습들이 뇌리를 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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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세운 것 같다.

중국인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표적이 되

기회의 땅, 축복의 땅!

는 듯 하다.

세계는 정말로 넓고 느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에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것 같다. 한국문화의 틀에 박혀 있던 저에게 넓고

산다는 것이다. 내가 인도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심을

할 정도니까. 이 인도계는 백인과 흑인을 이어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치 향수병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였다. 1차팀과 함께 있는 시간이 4일로 인수인계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출검사에 어느덧 낯선 이

전통 유산, 함께한 역사를 기반으로 지금의 남아

토리아이고 유명한 대도시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더반이 있다.
남아공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자원이다.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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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12
할 때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지 아니면 표본을 채취하여
Q1 현장검사를
검사하는지요?
>> 현장검사는 위험도에 따라서 전체 수량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자 이행사항
1. 소독방법

2. 서류

① 치람(thiram)원제기준으로 환산 0.21% 이상
농도로 처리되어야 함

②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부기사항

② 분의, 코팅소독의 경우 약제가 골고루 묻도록
소독처리

Q2 실험실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시료량은 얼마나 되나요?

>> 실험실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검사가 완료되면 화주에게 인계하고 화주가 찾아가지 않는
시료는 소각폐기를 합니다.

- 농약상표명(실 사용농약제명)
- 주성분 함량(치람함량 %)

③ 침지소독의 경우 단순 침지의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착색제를 첨가하여 소독 실시
※육안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소독인정 불가함.

>> 품목에 따라서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식물검역소 고시)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실험실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① 위생증 또는 소독증명서첨부

- 처리농도(%, kg/1000kg, Oz/lbs 등)
※원제기준으로 0.21%이상으로 처리하였는지 식물
방역관의 확인이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소독인정 불가함.
※치람(thiram)제 외의 약제로 소독한 경우 인정
불가함.

Q5 수출국에서 분의소독처리를 한 경우에도 배양검사를 실시하나요?
>> 정해진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되지 않았거나 종자 현물을 확인한 결과 소독처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양검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대상 종자류는 소독유무와 관계없이 배양검사를 실시함

Q4 종자 수입시 진균병에 대한 배양검사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될 수 있는지?
>> Thiram 약량기준으로 소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균병에 대한 배양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컨테이너 전체에
Q6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하는지요? 아니면 일부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만 검사하는지요?

- 동 기준에 따라 소독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 소독처리증명서(소독처
리회사 또는 종자회사 발행)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검사신청하시기 바람

>> 컨테이너 수량이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정해진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지만,
컨테이너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검사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종자소독약제(Thiram) 소독처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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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약 량 %(Oz/lbs)

대상종자

모든국가

치람(Thiram)원제 기준으로 환산 0.21%이상

과수종자를 제외한 모든종자

컨테이너 추출 기준
컨테이너수(개)

컨테이너 추출수량

컨테이너수(개)

컨테이너 추출수량

1~3

전 량

21~30

8개 이상

※ 약제처리농도(%) = 0.21 × {100 ÷ 유효성분량(%)}

4~6

4개 이상

31~50

10개 이상

예시) Thiram 유효성분 42% 약제의 경우
0.21×(100÷42)=0.5% 이상으로 약제 처리되어야 함

7~10

5개 이상

51개 이상

15개 이상

11~20

6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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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행사

식물검역홍보관 운영

2007년 소독관리 혁신연찬회 개최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에서 전시 운영중에 있는^바이오오디세이 생명과학 체험 특별전_중 8월 한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2007. 8. 30. 식물검

달간 다양한 곤충을 소개하는‘곤충테마전’이벤트가 운영되었다.

역소 대강당에서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이하

이번 이벤트동안 우리소에서는^식물검역홍보관_
을

‘방제협회’
라 함)와 공동으로 소독관리혁신 연찬회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식물검역에서 발견되는 해

개최하였다.

충표본”
과 함께 이들 해충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

이날 방제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검역소와 방제업

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식물 해충들에 대한 경각심

계가 상호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기

과 더불어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교

술 등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제2의 국

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방을 철저히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자고 하였다
특히, 금번 연찬회에서는 방제협회 및 방제업체 뿐 아니라 연구기관, 농약공급업체 등 민·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 애로사례, 연구결과, 소독분야의 현안 및 정책방행을 제시

’
07년 신규자 멘토링 결연식 및 오리엔테이션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신규직원에게

하고 토의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에 대한 신뢰구축과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연찬회는 앞으로 식물검역소와 방제업계와의 신뢰·협력관계를 더욱 두텁게 함으로써 수
출입식물에 대한 소독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부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 직원을 일정기
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조직문화의 조기적응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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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제2회 MOU체결기관 공동 워크샵 개최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지난 2007년 7월 19일 MOU

2006년도에는 신규직원 31명에 대하여 2007년 1월

(양해각서) 체결 기관간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 증진 및 공동

경력직원(멘토)과 1:1 결연을 맺고“한마음 HOF 미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남한강연수원(경기도 양평소재)

팅”
, 멘토링데이(Mentoring Day) 운영 등 다양한 방

에서‘제2회 MOU 체결기관 공동워크샵’
을 개최하였다.

법으로 멘티의 업무능력과 잠재능력을 개발·성장시키고, 조직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돕는 활동을 추

2006년 8월 국립수목원·국립중앙과학관·국립식물검역소

진하였다.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국립수목원에서 제1차 공동워

이러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 위하여

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2007. 7. 18일“2007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워크샵에는 국립식물검역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

이날 발표대회에는 전국 지·출장소의 30개팀 60명의 멘토/멘티가 참여하여 멘토링 활동 중 우수사

중앙과학관장을 포함 관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례를 발표하였으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4팀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기관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주제발표와 공동 관심분야에 대

금년도에도 5월말 농업연구사 및 농업직 8급 등 30명을 특별 채용하여 7주차 교육 중에 있으며, 앞으

한 토론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였다.

로 풍부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멘토를 지정, 검역업무의 Know-how를 전수하는 등 신규직원

금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관심사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

이 조직문화에 조기적응토록 하고, 21c를 이끌어나갈 식물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
08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3회 MOU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체결기관 공동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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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소

추석절 식물검역강화 홍보캠페인 실시

송이버섯 수입관련자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지소는 ’
07.9.13.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추석절 식물검역강화 홍보

인천공항지소는 추석절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량 급증이 예상되는 송이버섯의 검역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검역과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입업체, 대행업체 및 방제회사 관계자를 초
빙하여 ’
07.7.26. 식물검역관련 간담회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소장(민주석) 등
전직원이 홍보용 모자,조끼 및 리본
을 착용하고 식물검역 안내시 리후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업

렛 및 홍보수첩을 배부하여 높은 호

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응도를 얻기도 하였다.

철저한 소독처리와 소독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 식물검역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7년도 신규임용자 멘토링 결연식 개최
“인천공항은 호두와의 전쟁중”언론 보도

인천공항지소는 ’
07.9.17. 지소회의

인천공항지소는 전년대비 반입량이 40%정도 증가한 수입금지품인 호두에 대하여 X-ray검색 강화
등 검역을 강화하여 전량 압수·폐기하는 한편 각 방송사 및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호두의
주요해충인 코드린나방(codling moth)의 유입을 차단하여 우리나라 과수 및 자연환경 보호에 노력
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내용은 9.4~9.5일에 KBS, MBC 등 주요 TV의 저녁 9시 정규 뉴스 시간 방영 및 동아일보
등 9개 신문사에 보도되어 호도 반입

실에서 멘토·멘티 3쌍과 지소장,
각과 과장 및 선임주무, 본소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멘토·
멘티간 결연 및 선서와 함께 선물교
환도 이루어져 선배 및 후배간의 화합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였다.

금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크게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김포공항출장소

또한 보도사항을 재외한인단체 등에 제
공하여 호도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MBC뉴스 보도화면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지소장 특별정신교육 실시
인천공항지소는 ’
07.9.10. 지소회의실에서
지소 전직원 및 출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소장의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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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보도화면

식물검역 봉사 현장체험 활동 실시
인천공항지소 김포공항출장소는 ’
07.7.23~24일 방화
중학교생 24명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입·출국장에서
식물검역 봉사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검역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더불
어 학생들에게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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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출장소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유관 검역기관 합동홍보

34회에 걸쳐 1,154명을 실시하
여 현장체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천공항지소 고성출장소는 ’
07.9.13. 금강산 관광객 출경장에

현장체험 행사는 홍보 DVD 상

서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고성검역소 3개

영, 실험실 검사과정 소개, 주

검역기관이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요 외국 농산물 표본 관람, 생

검역의 중요성을 알렸다.

식물 및 곡류 검사과정 참여 등
으로 이루어 졌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실 장비 및 PDA 등 첨단장비를 사용한 빈틈없는 검역시스템에
신뢰를 보였고 외국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중부지소
수출입식물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8.28
일부터 9.5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수출입 방제업체, 수출입식물 대
행업체, 묘목류 수입업체 등 관
련업체 대표자 5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후동 지소장은 식물검역의 실험실정밀검사 소요기간을 0.5~2일간 단축하는 등 최근 변경 또는 개
선된 검역제도를 설명하고 또한 청렴도 제고에 대한 협조 및 당부, 현장검사를 위한 화물적재 공간확
보, 소독처리에 대한 안전성 등에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항상 식물검역소와 업체간에는 상
호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일해 나가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참석업체에게 이의제기 방법 등의 설명과 수입식물검역 문답지를 배부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제고와 검역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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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1일 교사제 시행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식물검역 1일
교사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
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농업관련 대학생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농학계열 전공자인 공주대 원예학과, 충북대 식물의학과, 충남
대 응용생물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250명을 대상으로 식물검
역안내 프레젠테이션(자체제작 파워포인트), 식물검역소 특별채
용 안내, 홍보 DVD 상영 등 식물검역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 대학생들은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채용
관련 질문이 많아 식물검역소 취업 희망을 보이는 등 뜨거운 관
심을 보였다. 또한, 검역관이 직접 찾아가서 유익한 식물검역정
보 및 안내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인천항 식물검역 현장체험 실시

기관장과 신규전입 직원과의“HOF Meeting”실시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9.11 중부지소장실에서 ’
07 신규직원의 전입 1개월을 맞아

업인들의 참여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 3/4분기동안 17회에 걸쳐서 농협조합원 및 농업인단체

신규 검역관 개개인의 소감을 파악하고 빠른 기간 내에 조직에 적응하고 검역 능력을 습득케 하기 위

등 706명에 대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28회 848명 보다 36%가 증가한

하여
‘기관장과 신규전입 직원과의 HOF미팅’
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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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동 지소장은 신규직원

평택출장소

들에게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검역

‘고객사랑쉼터’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에 철저히 임하며 직장 선배

평택출장소(출장소장 서동

들과 거리감 없이 질문하고

식)는 사무실을 찾는 민원

대화를 많이 하여 각 분야

인, 방문객을 위한『고객사

별, 품목별 검사현장을 견

랑쉼터』
설치하여 운영함으

학,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기에 검역능력을 습득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내부만족도 제고, 직장근무

로써 내·외부 고객들에게

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토론회를 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친 후 지소 인근 식당에서 진지하면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호프미팅을 실시하였다.

‘고객사랑쉼터’
에는 민원인
용 테이블과 의자, 음료수

멘토-멘티간 멘토링 결연식 개최

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쉬면서 업무도 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을 위한 게시판을
제작하여 최신 검역정보도 제공과 함께 민원인들과의 정보공유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9월 18일 각 과장, 선임주무, 서무주무 및 본소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이와함께 평택출장소는‘고객과 함께하는 식물검역 구현’
을 위해‘1인 1화분 가꾸기’
,‘친절한 전화

데 멘토-멘티간 결연식을 시행하였다. 멘토-멘티는 5쌍이며 국제우체국출장소와 평택출장소는 각

응대’
,‘밝고 맑은 근무환경 조성’
등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출장소에서 별도로 실시하였다.
김후동 지소장은 멘토링 정의에 충실한 멘토링 활동을 강조하면서 식물검역 경험이 풍부하고 바람직
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멘토로부터 멘티는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서도 많은 지도를 받아
업무능력과 잠재능력을 계발, 성장시키길 당부하였으며 멘토링 활동 결과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멘티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

2007년산 평택배, 미국·대만 식탁에 오른다
-’
07.9.5. 수출검역을 시작으로 미국 863톤, 대만 387톤 수출예정

극 반영되어 효과가 극대

평택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평택배가 ’
07.9.5.을 시작으로

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

평택 과수조합에서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 식물검역관

다고 밝혔다. 결연식은 지

과 국립식물검역소 평택출장소와의「한·미 합동검역」
을

소장의 인사말 후 멘토-

시작으로 수출길에 오른다.

멘티간의 선물 교환 및 오

국립식물검역소 평택출장소는 평택과수조합과 함께 수출물

리엔테이션 등의 일정으

량의 확대와 품질좋은 배 수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출농

로 진행되었다.

가를 대상으로 미국·대만 수출검역 요건에 대한 교육, 수
출용 배봉지 씌우기 등 철저한 과원관리를 통하여 수출에
대비하였다.
평택배는 미국으로는 ’
05년도에 282톤, 2006년도 365톤을, 작년부터 수출이 시작된 대만에 48톤을
수출하였으며, 올해 에는 미국 863톤, 대만 387톤 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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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소

영남지소에서는 앞으로도“오픈미팅”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역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개인별
검사오차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식물검역 현장체험_행사실시
영남지소는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농협직원 및 농민단
체, 대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
하였다.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의 표본 관람 및 식물

2007년도 신규자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검역 홍보용 비디오 시청, 컨테이너 부두견학 등을 통하여 식

영남지소는 ’
07.9.18. 2007년도 신규자를 위한 멘토링 결연

물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방문

식을 개최하였다. 11쌍의 멘토-멘티가 선물증정식 및 상호

자들 또한 식물검역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에 대해서도 알 수

격려사를 전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선서식을 통해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앞으로 서로에게 충실한 멘토-멘티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일사일촌마을 테마체험 행사 실시

나무이름 알리기 캠페인 실시

영남지소는 ’
07.8.15. 우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일사일촌 자매마을 테마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어린

영남지소 학습동아리「목재술사의 나모

자녀들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하천생물 및 허브·야생화 농원 관람 등 평소 도시에서는 체험하기 힘

사랑」
에서는 나무이름 알리기 캠페인을

든 테마들로 이루어졌으며, 마

실시하고 있다. 부산내 관광객이 많은

을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진

금정산, 용두산 공원, 부산시 수목전시

행되어 우리소와 꽃새미마을

장 등에 서식중인 수목의 종류를 사전조

의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사를 통해 확인한 후 그 곳을 지나는 많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은 사람들이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제작하여 달았으며 일사일촌 마을을 방문하여 이곳
의 나무들에도 이름표를 달아주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나무이름 알리기 캠페인을 시행중이다.

새로운 토론문화“오픈미팅(Open Meeting)”실시

대구출장소

검역업무 뿐만 아니라 사적인 내용까지 Open해서 논의해 보
자는 열린 토론문화를 의미하는 오픈미팅(Open Meeting)은
영남지소 전직원에게 공모하여 그 명칭이 선정되었다. 주 2회
(수·금요일 아침 또는 저녁 30분

8:30~17:30)간 전직원

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모여서 현장검사의 특이 사항, 검사노
하우,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
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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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찾아가는 식물검역 안내
국립식물검역소 대구출장소(출장소장 최철종)에서는 ’
07.9.10. 영남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 60여명
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안내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외국연수생들이 식물검
역 규정을 모르고 수입금지식물을 반입하다 폐기·반송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발
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식물검역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수입금지식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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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였고 앞

호남지소

으로도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식물검역홍보판 설치

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는 7월 18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CIQ입국장내‘식물검역 홍보물’
을 설치하였다. 이 홍보물은
상하회전식 벽걸이형으로 식물검역관련 홍보 문구 및 이미

양산출장소
양산출장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수리

지 실사를 삽입하여 식물검역소의 업무와 입국 전 식물검역
을 받아야 함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군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은 중국 청도와 군산을 왕복하는 소상인들이 많아 중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식물검역홍보판 설치 장면

국의 수입금지식물의 품목 내역을 삽입하여 주 민원인인 소상인과 여행객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영남지소 양산출장소는 ’
07년 8월에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외부고객에
대한 기관 이미지 제고 및 내부 고객만족을 위해 노후화된 청사 출입문과
1,2층의 창문을 교체하였다. 동하절기 보온과 냉방이 잘 되지 않았던 단
일창을 2중창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내부 출입문과 외부출입문을 산뜻한
사시 및 스테인레스 자바라로 바꿔 미관상 깨끗한 분위기로 개선하였다.
현관 입구에는 알림판을 만들어 검역 홍보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개최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는 8월 13일 군산항의 수출입식물
검역과 관련된 검사 불편·불만사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해소하기 위한‘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를 개최하
였다. 위원회는 유형별 수입업체 15개사로 구성하고, 공동위
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이어 검사 불편·불만 해소를 위한 혁
신 추진사항인 현장검사 예약제실시, 특별 근무반 편성, 운

캐나다로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첫 수출

영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지소장은 식물검역 검사시 부조리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개

및 불편·불만이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이 후 업체별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이날 위원회

2007년 9월 4일 (주)MINTOP은 관내에 위치한 울주 머쉬랜드(ULJU MUSHRAND)에서 생산된 팽

개최로 민관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체제를 구축하고 검역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정

이버섯 (Enoki mushroom)을 캐나다로 첫 수출하였다. 한국산 팽이버섯은 ’
04년 12월 캐나다측이 재

기회의(분기 1회)를 통해 검사 불편·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키로 하였다.

배매체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옴에 따라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에 국립식물검역소는
한·캐나다간의 식물검역회의 등을 통해 팽이버섯의 캐나다 수출재개를 협의한 결과 식물검역소가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팽이버섯에 대해서 수출국검사
증명서에 승인받은 시설명과 승인받은 시설에서 흙 부착
이 없는 멸균재배매체라는 부기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였다. 우리출장소 관내에는
울주 머쉬랜드가 승인을 받았다. 팽이버섯의 수출은 캐
나다를 시작으로 홍콩, 미국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년
1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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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농업대학 포도반 수출교육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에서는 남원농업대학 포도반 60명
을 대상으로 9월 4일 맞춤형 수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포도 수입 검역요건, 관심대상 병해충, 수출
시 주의사항, 생산자 및 관련 단체 기관별 이행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출 포도 재배농가로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미국 포도 수출농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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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장소 소식

보관 관람, 제주공항 CIQ 식물검역현장 및 곤충표본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

국립익산대학 식물검역 현장체험
호남지소(지소장 홍종열)에서는 9월 13일 국립익산대학 목조건축인테리어과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현장체험’
을 실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물검역 안내(홍보용 비디오 상영), 식물검역의
주요 업무 및 절차 프리젠테이션,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된 질

그램 진행으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보호를 위한 식물검역의 중요성 인식과 관심을 동심의 세
계에 심는 계기가 되었다.

태풍‘나리’피해 농가 일손돕기 행사

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실험실을 견학하여 첨단 검
역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식물검역이 이루

제주지소는 ’
07.9.17~20일 태풍(제11호)

어지고 있음을 체험하였으며 시원한 군산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리’피해복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직원

부두의 원목 소독현장 견학과 곡류모선에 승선하여 식물검역

가족 가옥침수 복구 및 최대 피해지역인 제

에 대한 궁금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답변 해줌으로써 식물검

주시(기상관측 이래 최대치 강우량
420mm, 발생 가능성 1번/1,000년, 농작물

역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식물검역에 대
식물검역현장체험 국립익산대학교

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침수·유실 1만3천510h) 백합수출단지 파
손 유리 온실(6,600㎡) 일손돕기와 아울러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기 위한 행사로
수재 의연금(직원 25만원, 지역기관장회

제주지소

백합수출단지 유리온실 피해복구

100만원모금)을 지역 방송국에 기탁하였다.

혁신선도 기업 제주개발공사「제주삼다수 공장」
방문
제주지소(지소장 강익범)는 지소의날 행사(7.6~7) 일환으로

제주공항출장소

혁신역량강화 및 마인드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선도기업 제주
개발공사「제주삼다수 생산공장」
을 방문하였다. 본 업체는
전사적 목표관리제 구축을 위한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정

세관 X-ray 판독요원 식물검역안내 교육 실시

착,「실시간 제안 시스팀」
운영 업무개선, 내·외부 고객의 소

제주공항출장소(출장소장 김범준)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제수용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

리(VOC)시스템 도입으로 시장점유율·선호도·소비자만족
도 각 1위(’
07)를 차지한 생산혁신 선봉기업으로 방문자들은

로 예상되어 ’
07.9.6. 세주세관 X-ray 판독요원 5명을 대상으로 제주공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과일류
제주지방개발공사 삼다수 공장혁신선도기업 방문

(사과, 배, 감귤 등)을 중심으로 X-ray 식물류 판독훈련을 실시하였다.

심연으로부터 혁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등학생 식물검역체험 행사
’
07.4~8월 5회에 걸쳐 도내 24개 초
등교 과학반 134명에 대한 식물검역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참가 어린
이들은 식물검역 학습장 식물검역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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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식물검역체험 행사

X-ray 모니터상의 식물류

과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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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실적

2007.7.1.~9.30. 현재

구

저자 정 민
김영사
정가 25,000원

책소개

_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총

18년 유배생활 중 5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완성한 한국 지식사의 불가사의, 다산 정약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97

1,292

147

1,218

128

1,726

계

85

1,252

135

1,200

85

1,275

곤 충 류

75

1,227

122

1,127

70

1,191

응 애 류

2

6

2

10

3

6

선 충 류

6

8

5

18

12

78

달팽이류

2

11

6

45

-

-

계
소

해 충

규제병해충

분

소

계

12

40

12

18

43

451

진

균

3

4

8

13

28

366

세

균

1

1

-

-

-

-

해낸 토목공학자, 기계공학자였으며^마과회통_
,^촌병혹치_등의 의서를 펴낸 의학자인 동시에 독보적

바이러스

5

28

-

-

1

1

인 시인, 날카로운 비평가이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이 폭넓은 분야에서 기적 같은 학문적 성취를 일궈낸

잡

3

7

4

5

14

84

그는 경전에 통달한 걸출한 학자인 동시에 역사를 손금 보듯 꿰고 있던 해박한 사학자, 목민관의 행동지
침을 명쾌하게 정리해낸 행정가, 형법의 체계와 법률적용을 검토한 법학자이자^아방강역고_
와^대동수
경_
을 펴낸 지리학자였다. 또한 화성 축성을 설계한 뛰어난 건축가이고, 기중기와 배다리, 유형거를 제작

병

초

전방위적 지식경영인 정약용은 어떻게 지식의 기초를 닦고 정보를 조직했을까? 어떻게 핵심을 장악하고
생각을 단련하고 효율성을 강화했을까? 그가 탁월한 사고 과학적인 논리로 현대에도 유용한 지식경영의

’
07.7.1~9.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

잠정규제병해충 147종 1,218건 중 해충이 135종

핵심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해충은 총 372종 4,236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92%) 1,200건(99%)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12종

97종(26%) 1,292건(30%)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

(8%) 18건(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

충은 147종(40%) 1,218건(29%), 비검역병해충은

(1,127건 9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18

128종(34%) 1,726건(41%)이었다.

건, 달팽이 45건, 응애 10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저자_정

민

규제병해충 97종 1,292건 중 해충이 85종(88%)

한적 속에서‘오래된 미래’
를 찾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고전도 코드만 바꾸면 힘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1,252건(97%)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12종(12%)

비검역병해충 128종 1,726건 중 해충이 85종

힘이 있다. 한시 미학을 쉽게 풀어 소개한^한시미학산책_
과^청소년을 위한 정민 손생님이 들려주는 한

40건(3%)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227

(66%) 1,275건(74%)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43종

시 이야기_
를 펴냈다. 이후 조선 후기 산문에 관심을 두어 박지원의 문장을 꼼꼼히 읽은 비슷한 것은 가

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8건, 달

(34%) 451건(26%)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

짜다와 이덕무의 청언 소품을 감상한 한서이불과 논어병풍 등을 잇달아 간행했다.

팽이 11건, 응애 6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충(1,191건 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최근에는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확장을 모색중이다. 새를 회화와 문학의 코드로 읽은^한시 속의 새, 그

4건, 바이러스 28건, 세균 1건, 잡초 7건이 검출되

78건, 응애 6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366

림 속의 새_
(2책) 외에 와당과 전각에 대한 해설서인 와당의 표정과 돌 위에 새긴 생각도 출간했다. 옛사

었다.

건 9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바이러스 1건,

람과의 만남 속에 떠오른 생각을 모아 책 읽는 소리를 펴냈다.

74

경우 진균 13건, 잡초 5건이 검출되었다.

1960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다. 한양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모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먼지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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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84건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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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총괄, 화물)

수출입 주요품목 검역실적(화물)

검 사 량
구

총계

수출

수입

분

단위

2007 (A)

검 사 결 과(2007)
전년대비
(%)

2006

소 독

폐기,
반송

계(B)

’
07.7.1 ~ ’
07.9.30(A)

처분비율
(%)
B/A

식 물 명

단위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주요
상대국

수 량

비율
(%)

147,387

5,450

4

27

85,510

419

172

222

2,146

0

0

71

75

313

2,877

톤

91

341

0

0

60

247

152

138

북한,일본

감귤

톤

71

12

0

0

47

11

151

108

괌,싸이판

느타리버섯

톤

194

81

0

0

131

23

148

352

미국,캐나다

백합절화

천개

220

4,034

0

0

158

1,980

139

204

일본

밤

톤

288

5,932

0

0

353

7,886

82

75

중국,일본

선인장묘천

개

78

1,217

0

0

98

1,650

80

74

네덜란드

시금치

톤

93

1

0

0

120

1

78

82

괌,사이판

건

48,413

45,969

105

8,836

368

9,204

19

곡류,특작류

톤

11,135,257

10,918,604

102

690,618

2,616

693,234

6

백미

톤

113

목재류

천㎥

1,922

1,971

98

1,477

-

1,477

77

마늘

톤

천개
기타

메론

묘목,구근류 등

574,745

245,054

235

1,741

369

2,110

0.4

북한
북한,괌

건수

건

11,966

12,538

95

3,543

1

3,544

30

곡류,특작류

톤

185,420

122,633

151

5,555

2

5,557

3

목재류

천㎥

2

3

67

1

-

1

50

묘목,구근류 등

천개
기타

519,165

17,163

3,025

298

-

298

0.1

건수

건

36,447

33,431

109

5,293

367

5,660

16

장미절화

천개

85

1,836

0

0

114

1,896

75

97

일본,중국

곡류,특작류

톤

10,949,837

10,795,971

101

685,063

2,614

687,677

6

마늘

톤

214

6,702

1,058

16

44

3,667

486

183

중국

목재류

천㎥

1,920

1,968

98

1,476

-

1,476

77

자몽

톤

74

1,381

292

21

36

659

206

210

미국

천개
기타

포도

톤

89

1,117

0

0

48

675

185

166

미국

묘목,구근류 등

55,580

227,891

24

1,443

369

1,812

3

양벚

톤

371

1,583

0

0

217

629

171

252

미국

삼나무각재

천㎥

154

8

1

6

92

5

167

182

중국

수국절화

천개

79

66

3

4

51

39

155

169

네덜란드

상추

톤

311

4,141

583

14

235

3,265

132

127

중국,미국

송이버섯

톤

205

257

249

97

169

50

121

512

북한,중국

참다래

톤

181

10,065

320

3

218

13,038

83

77

뉴질랜드

우엉

톤

196

3,613

92

3

240

4,580

82

79

중국

레몬

톤

66

1,148

54

5

81

1,399

81

82

미국

91

433

16

4

131

539

69

80

인도네시아

출

수

입

드라세나묘목 천개
건고추

톤

46

467

3

1

68

737

68

63

중국

냉동고추

톤

229

12,349

1

0

444

26,404

52

47

중국

104

3,686

129

3

255

8,802

41

42

말레이지아

산스베리아묘 천개

76

대비(%, A/B)

검역처분
건 수

건수

수

’
06.7.1 ~ ’
06.9.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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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_ 전 보
소 속

78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영남지소

기술서기관

김후동

중부지소

7.4

남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주사

이진우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8.13

중부지소

기술서기관

하동호

영남지소

7.4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농업주사

손점엽

호남지소

8.13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기술서기관

민주석

인천공항지소

7.4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농업주사

김대성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8.13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농업사무관

정낙우

검역기획과

7.9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전영수

제주지소

8.13

영남지소

농업사무관

황의용

위험평가과

7.9

중부지소

농업주사

신용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8.13

영남지소

농업사무관

김흥두

방제과

7.9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예희

중부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사무관

김진성

인천공항지소

7.9

제주지소

농업주사보

김경범

검역기획과

8.13

위험평가과

농업사무관

윤순홍

인천공항지소

7.9

제주지소

농업주사보

김상엽

검역기획과

8.13

방제과

농업사무관

정우창

인천공항지소

7.9

중부지소 국제우체국출장소

농업주사보

손주용

검역기획과

8.13

검역기획과

농업사무관

권명영

중부지소

7.9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보

백지현

위험평가과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사무관

박창일

중부지소

7.9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농업주사보

유희정

인천공항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사무관

최명규

중부지소

7.9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주사보

오승용

인천공항지소

8.13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농업사무관

한병재

중부지소 서울세관출장소

7.9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농업주사보

이정화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농업사무관

정채문

중부지소 안양출장소

7.9

호남지소 광양출장소

농업주사보

이미희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농업사무관

서동식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7.9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농업주사보

김영애

중부지소

8.13

중부지소 안양출장소

농업사무관

최철종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7.9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전재용

중부격리재배관리소

8.13

중부지소

농업주사

김병현

영남지소

7.9

영남지소

농업서기

송혜숙

인천공항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백동현

영남지소

7.9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농업서기

신민경

중부지소

8.13

중부지소

농업주사

이정태

영남지소 신선대출장소

7.9

호남지소 광주출장소

농업서기

곽민주

중부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이건중

영남지소 김행공항출장소

7.9

호남지소

농업서기

이혜민

영남지소

8.13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농업주사

이인환

위험평가과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연구사

황정훈

위험평가과

8.13

중부지소

농업주사

최춘태

방제과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연구사

최득수

천공항지소

8.13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농업주사

김영관

인천공항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연구사

오민혁

영남지소

8.13

호남지소

농업주사

남궁승

박인천공항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연구사

김상목

중부격리재배관리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임정표

인천공항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김양수

인천공항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이한진

인천공항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박인규

인천공항지소

8.13

방제과

농업주사

허종영

인천공항 고성출장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안소영

인천공항지소

8.13

중부지소

농업주사

허경구

중부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원숙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농업주사

김명현

중부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최필규

중부지소

8.13

인천공항 고성출장소

농업주사

김경수

중부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박성우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농업주사

반재용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장선아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농업주사

주성돈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재봉

중부지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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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복 직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김소연

중부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조동훈

중부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박지임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임재영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조희욱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김이경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보영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고미선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김나연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고정은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박상구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선화

영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예련

호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최형인

호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김민경

호남지소

8.13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영기

제주지소

8.13

비고

소 속
국립식물검역소

소 속
남부격리재배관리소

80

소 속
영남지소 마산출장소

이정혜

직급(위)

성 명

중부지소

발령일

비고

8.13

기능10급

김성희

발령부서
남부격리재배관리소

발령일

비고

8.1

직급(위)
농업서기

성 명

기

간

발령일

송진보

’
07.8.6. ~ ’
10.8.5

성 명

기 간

발령일

비고

8.6

_ 퇴 직

성 명

직급(위)

검역기획과

박용건

농업주사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8.13

위험평가과

서정우

농업주사

남부격리재배관리소

8.13

검역기획과

정창남

농업주사

인천공항 속초출장소

8.13

발령일

검역기획과

문영미

농업주사

중부지소 평택출장소

8.13

중부지소

장성배

농업주사보

중부지소

8.13

중부지소 국제우체국출장소

조윤경

농업주사보

중부지소

8.13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조은숙

농업주사보

영남지소

8.13

인천공항지소

이승준

농업주사보

영남지소

8.13

중부지소

임원석

농업주사보

영남지소

8.13

중부지소

전명승

농업주사보

호남지소

8.13

중부지소

오윤정

농업주사보

호남지소

8.13

서무과

이창미

기능8급

서무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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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주사보

발령부서

_ 휴 직

_ 승 진
발령부서

성 명

_ 신규임용

소 속

소 속

직급(위)

직급(위)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고은정

7.18

의원면직

국립식물검역소

농업서기

이진욱

7.18

의원면직

영남지소 대구출장소

농업서기

김진석

7.18

의원면직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배창환

8.16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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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포상안내
_ 해외출장
소 속

직 급

성 명

영남지소

농업주사보

추연미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의 현지검사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보

안창엽

영남지소

농업주사

국제검역협력과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검훈령 제118호)

기 간

출장국

’
07.7.7~9.1

호주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사

’
07.7.15~9.24

남아공

곽병택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사

’
07.7.15~9.24

남아공

농업연구사

임규옥

종자산업체와 정부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샵 참가

’
07.7.29~8.2

태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박호철

멕시코산 아보카도 현지조사

’
07.7.29~8.5

멕시코

위험평가과

농업주사보

이혁인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포장에 대한
수출국 현지검사

’
07.8.3~8.14

중국

’
07.8.3~8.14

중국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
07.7.1~8.4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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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주사보

이문영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현경탁

대만산 망고 현지검사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정영철

제2차 한-아세안 FTA/SPS
작업반 회의 참석

’
07.8.13~8.17

싱가폴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안영수

제25차 아-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
(APPPC) 총회참석

’
07.8.26~8.23

중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연구사

임규옥

제25차 아-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
(APPPC) 총회참석

’
07.8.26~9.1

중국

박민구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 참석 및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 인화수소
소독 시험협의

’
07.9.16~9.22

캐나다

정영철

IPPC 이행장치에 관한 작업단
회의 참석

’
07.9.17~9.23

말레이시아

’
07.9.22~10.5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중부격리재배
관리소

농업연구사

서수정

동남아산 식물류에서 검출된
깍지벌레류 표본동정을 위한 대조표본
검경 및 문헌 수집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보

손은호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 현지검사

’
07.10.1~’
08.1.2

필리핀

중부지소

농업주사보

윤창근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 현지검사

’
07.10.1~’
08.1.2

필리핀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인천공항지소

농업주사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포장에 대한
수출국 현지검사

방제과

82

출 장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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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