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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ame Meaning
QIPS는 빠르고 정확한 수출입식물검역서비스인 “식물검역처리시스템”
의
영문명칭인“Quarantine Inspection Process System”
을 이니셜화 한
브랜드로‘Keeps’
라는 발음상의 뉘앙스를 통하여“식물자원의 보호”
라는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Graphic Motif
검역(Quarantine)과 품질(Quality)을 상징하는“Q”
를 통해 한국의 상징인
태극과 식물이미지를 대표하는 나뭇잎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검역시스템을 나타내었으며 돋보기의 이미지를 통해 검역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표현하였다.

Brand Logo Color
식물검역을 통한 푸른환경의 보존을 나타내는 Green칼라와 정확하고 공정,
신속한 검역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Blue칼라를 통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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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01 신년사
전국의 식물검역 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식물검역원이 식물검역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발전 방향을 정립
하고 초석을 다졌으며,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합심
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원의 위상을 크게 높인 한해였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지난 해에 이룩한 여러 성과를 바탕
으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금년 한해 우리 식물검역원이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과학적인 검역으로 해외병해충 유입을 철저히 차단합시다.
국가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검역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전문화된 인재를 육성」
하고「최첨단 검역
장비와 검역시설을 확충」
과「품목별 국가별 병해충 위험도에 따른 검사방법 개선」및「새로운 검역기법 개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LMO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규정 제·개정입니다.
지난 해에 전면개정을 추진해온 식물방역법이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하위법령 및 규정 제·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국제식물검역협상 적극추진입니다.
수출 유망국과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외국의 수입허용요청에 대하여는 국가별·
품목별·단계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축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검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식물검역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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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교역 상대국들과의 검역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효율적인 검역기법 개발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의 강화와 유입 병해충에 대한 대책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검역현장 문제 해결 및 검역취약 기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여 조사연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병해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관리를 강화
하여 유입 병해충에 대해서는 초기에 방제하여 정착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신뢰 받는 검역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식물검역업무는 아무리 국가 목적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역처분명령을 받은 화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친절하고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원 전 직원은
“식물검역서비스헌장”
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검역행정이 규정이나 제도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 주변 관리와 공사
생활을 깨끗이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관위상 제고합시다.
그간 우리는 우리가 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내·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가깝게는 우리
직원, 농림부, 고객, 나아가서는 일반국민 모두가 우리의 성과를 알수 있도록 PCRM 등 새로운 전달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생활화 합시다.
일곱번째는, 열린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직원이 함께 노력합시다.
본원과 지원, 지원과 사무소, 상하 동료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우리 식물검역원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해 나갑시다. 또한, 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이나 제도에 올바르게 정착 발전시켜 나가면 세계
일류 식물검역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식물검역가족 여러분 !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식물검역』
을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3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경검사 업무 소개

02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국경검사 업무 소개

위험평가과
복옥규
okbok@npqs.go.kr

I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

Protocol on Biosafety)를 '01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

하여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에서 채택하고 90일후인 ’
03년 9월에 전 세계적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으로 발효하였다.

새로운 생명체를 말한다. 즉 LMO는 인위적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외래 유전자를 삽입시킨 생물체로 이러한 변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일어

(’
01.3.산자부)」
및 동법 시행령(’
05.9.)·시행규칙

나는 것과는 구분된다.

(’
06.3.)을 제정하고 각 소관 부처별로 의견을 수렴

현대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LMO가

하여 동법 통합고시를 제정(’
07.12.)하였다. 농림부는

무분별하게 개발·사용되어 지고 국가간에 이동됨에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업무를 관장

따라 국제적으로 LMO로 인한 인간건강 및 환경

하게 되었으며 동법 통합고시에 근거하여「농업용

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식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고시 제2007-10호)」
을 제정(’
07.12.)하였다.

유 엔 환 경 계 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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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 법률 추진경위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률 개요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개요

● LMO법률 개요

▶목적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 인체건강 보호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이용(국가간 이동에 초점)

▶바이오안전성

: 생명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률, 정책, 절차 등의 모든 수단

▶2000년

1월 채택, 2003년 6월 50번째 비분서 기탁

2003년 9월부터 발효, 2007년 12월 현재 143개 당사국
▶유전자변형작물

전세계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는 비당사국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 LMO의 개발, 생산, 수입,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화보

▶LMO법률(’
01년 3월),

시행령(’
05년 9월), 시행규칙(’
06년 3월) 제정

-’
07년 10월 3일 의정서 비준절차 완료, 2008년 1월 1일 발효
▶주요내용

국가책임기관(산업자원부), 국가연략기관(외교통상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O의 수출입, 생산, 연구개발, 유통 및 보관 절차 규정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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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MO 국내안전관리 추진체계

4. LMO법률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구

시

분

수입·생산절차

행

전

시

행

후

식용 LMO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안전성

모든 LMO에 대하여 위해성 심사(인체, 환경)를 완료

심사후 수입·생산 가능

해야, 수입·생산 가능

식용 이외의 LMO에는 별 다른 규제 시행되지 않았음
연구개발 절차

취급관리절차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 시행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연구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

-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떨어짐

절차를 밟아야 연구와 실험의 수행 가능

농산물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

개발, 생산, 수입단계에서 모든 LMO에 대한 표시 의무

법에 근거하여 국내유통단계에서 표시제 시행 중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관리운영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일부 농산물 및 가공식품)

※ 모든 LMO의 표시, 바이오안전성 정보 센터의
정보 공개 활동 등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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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농업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수입되는 농업용 LMO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와 승인되지 않은 LMO 품목이

체계는‘사전수입승인→국경검사→국내유통관리’
의

포함되어 있는 가를 검사하는 절차로 우리원이

3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전담기관을 지정

담당하고 있다. 국경검사시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하여 처리요령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LMO가 적발되면 폐기·반송 처분하며 국내에서

사전수입승인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통보

승인된 LMO가 일반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합의절차(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

경우에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3%까지 혼입치를

에 근거를 두고 수입하고자 하는 농업용 LMO에

허용하고 있다.

대한 위해성심사 및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을

국내 유통관리는 통관 허용된 LMO가 운송 등

고려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통 도중에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거나 승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인체에 대한 부분은

된 용도 외에 사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 국립농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작물재배환경에 대한

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평가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심사가

충족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완료된 LMO에 대해 사료용일 경우는 국립농산물

의한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업용 LMO의

품질관리원장이, 종자용일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생산에 대해서도 사전생산승인과 국내유통에 대해

각각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입관리절차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경검사는 국내 수입되는 농업용 LMO가 수입
농

림

부

LMO 안전관리업무 총괄

농관원

종자원

사료용 수입승인

종자용 수입·생산승인

환경위해성심사 관련 서류 이관
이관

통보

농촌진흥청

식물검역원
통보

국경검사

농관원
통보

종자원

LMO 사후관리

환경위해성심사·의결(250일 이내)

수입·생산승인

국경검사

취급관리

LMO의 수입 여부를 결정

통관시 승인·신고품목 여부 심사

통관된 LMO 사후관리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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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MO 검사시행 대비 우리원의 준비상황

1. 하드웨어 구축
우리원이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전담기관으로
지정(’
03.4.)될 당시에는 LMO 국경검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전문인력 확보상황 그리고
시설·장비 보유, 검정시스템 미구축 등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 2005년도에는
「LMO 국경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T/F팀」
을 운영하여
기본적인 업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농업용 LMO 국경검사 준비단」
을 운영(’
06.11.12.)하여 전반적인 검사절차·방법 등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
04’
07년간 LMO 전공자 및 분자생물·유전관련 전공자
32명을 채용하였으며 LMO 검정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병해충 검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검사신청하고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등록→검사결과입력→통계까지 처리
되도록 하였다.
LMO에 대한 검정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D/B화 하고 검정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험실정밀검사업무에 활용토록 하였다.
농업용 LMO에 대한 국경검사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농업용 LMO의 국경검사제도의 이해」
문답집과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련 수입업체와
지원·사무소에 배포하여 LMO 검사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빈틈없는 국경검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위탁교육 및 우리원 자체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05-'06년에는 미국·중국산 콩·옥수수 등「수입

양성하여 각 지원별로 담당자 지정·배치하였다.

곡물류 LMO 혼입여부 예비조사를 실시(193건)」

교육된 인원들은 추후 검역 업무량을 감안하여

하였으며 '07년에는 실제 마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가용인원을 운용할 예정에 있다.

수입 LMO 농산물 동향을 파악(79건)하고 검역관

제반시설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원 유전자

검사능력 향상 및 관련규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

분석실을 확충하고 지원 실험실을 개선하였으며

하였다. 또한「LMO 농산물 수입실태 조사 및 검정

유전자합성기, 이미지분석장치 등 8종 41대의 장비를

Quality control 시스템 구축」
이란 조사연구사업을

구비 완료하였다.

통하여 집중검사 대상 품목별·국가별·LMO 계통
명별로 자료를 확보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2. 소프트웨어 구축
2007년에는 식물검역정보화 기능강화 사업으로
추진된 LMO 업무의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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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필요한 표준시료 등을 확보하였다. 조사
연구사업 수행자료 중「LMO 농산물 수입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가. 목적

LMO농산물 수입실태 조사

새로이 시행되는 LMO 농산물의 국경검사를
위하여 LMO 농산물 수입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
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 지원간 검정오차를
해소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속한 LMO 검정
Quality control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 방법 및 절차
일차적으로 각 지원·사무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중부·영남·호남 지원 실험실에서 1차
검정을 한 뒤 양성반응시료에 대하여 본원으로
정밀검정 의뢰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8건 중 46건(52%), 중국이
77건 중 2건(3%)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미검출 되었다.
LMO 품목별로는 전체 14품목 중에서 4품목인
옥수수(22%), 목화(96%), 콩(33%), 소맥(7%)에서
각각 검출되었다.
계통별로는 옥수수 10계통, 목화 3계통, 콩 1계
통이 검출되었다. 옥수수는 74건 중 16회 검출,
다. 결과
전체 14품목 191건 검사하여 4품목 48건 검출
하였으며 중부는 28%, 영남은 17%, 호남은 100%,

목화의 경우 30건 중 29회 검출(BG531이 29회,
RR1445가 28회, 281이 4회), 콩의 경우 RRS가
1회 검출되었다.

인천공항은 0% 검출되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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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우리원으로써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LMO
규제의 실현자로서 국민을 위한 LMO의 안전성
확보와 생물산업 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LMO
검정법 확보 등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 기관 및 조사
연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
고자 한다.

라. 기대효과
실제 검역현장에서 품목별/국가별/계통별로
LMO 집중검사대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 PCR 검정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축적하여 앞으로 검정법을 개선
하거나 개발하는데 적극 이용할 수 있다.

IV

앞으로의 추진방향

LMO 법 시행의 목적은 첫째 무분별한 L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사전에 인체·환경의 안전
성평가를 완료한 LMO만 수입생산·승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LMO
와 일반 생물체 중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곡물류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요즘, 이러한 LMO의 법적 규제로 인한 수입
업체 및 농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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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령 해설

03 식물방역법령 해설
법 제8조 [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병해충위험분석”
이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병해충 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의 정의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사무국이 정한 지침
서에 의하면, 병해충 위험평가란“어떤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인가를 결정하고 침입가능성을
평가하는 활동”
이라 정의하였으며,
① 동 사무국에서 정한 국제교역과 관련된 식물
검역원칙에 의하면,“어떤 병해충이 검역병해충
이고 그들에게 취해져야 할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국은 생물학적 및 경제적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IPPC 체제내에서 개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따라서 병해충위험분석(PRA)은 병해충위험에
관 한 착 수 단 계 (Initiating The PRA
Process),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 병해충 위험관리(Pest Risk
Management)방안 수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의미한다.

증거에 근거한 병해충 위험분석(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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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병해충위험분석]
령 제11조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2002.11.14>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지의 여부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식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을 결정하거나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4의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에 대하여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5.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 기타 새로운 소독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6.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병해충이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
7.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당해 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그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8. 검역에 관련된 검사방법 또는 검사수량 등에 관한 검역의 과학적 기준의 결정 기타 병해충위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해충 위험분석의 법적 중요성
● 법 제8조(병해충위험분석), 시행령 제11조(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와 시행규칙 제10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는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할 경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증거
주의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의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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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들 조항에서는 검역병해충을 신규로
지정할 때는 물론이고 여타 검역규제를 시행
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병해충위험분석
과정 자체가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검토
과정인 것이므로, 식물검역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식물방역법상의 전환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면 사후적으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법의 요체를“중요한

위험분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검역조치는 과학적 타당성과 구체적 입증을

한다.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보아야 한다면,
시행규칙 이하의 각종 고시 등은 이 법 정신을
준수하면서 합리적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 우리나라가 수입금지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
국이 금지를 해제하고자, 그 기주식물에 서식
하는 금지급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사멸방법을
제시한다. 이때에는 식물검역원이 주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역안전 조건을 수립

■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 대상
●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영 제11조
에 명시되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
하면 아래와 같다.
① 검역대상병해충을 새로 정하거나 이미 정한
검역병해충을 급별(금지급, 관리급, 일반급)로
조정하는 경우
- 국내 미분포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
-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어 급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내분포하였던 특정병해충이 박멸되었으므로,
이 병해충을 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야 할
경우
② 수출국에서 중요한 검역병해충이 돌발하여,
그 나라의 기주식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하거나, 제한기간을

한다. 이 경우에도 위험분석 절차가 이루어
진다.
④ 수입금지 대상식물과 대상지역·대상병해충
목록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목록을
조정하는 경우
⑤ 검역대상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소득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주요 검역규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새로운 소득방법의 개발(농약소독 방법의
개발 등) 또는 안전조치 방안이 수립되었을 경우
- 특정검역대상 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
되어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⑥ 검사방법 또는 검사 수량 등에 관한 검역기준의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 종전의 검사방법을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보완
또는 교체 해야 할 경우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위험분석과정을 한다. 다만 사전적으로
병해충위험분석 할 여유가 없이 일시적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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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수출입식물 소독방법 혁신으로
년간 311억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 참고 : MB 소독 3일 후 바나나 약해 사진
(좌: 무처리, 우: 처리)
방제과
박민구
mgpark@npqs.go.kr

1
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시 수출입 농산물에
약해 발생

나. MB는 오존층파괴물질이므로 대체 소독기법
개발 요구

●수출입 신선농산물의 검역용 약제로 이용되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에

메칠브로마이드훈증제(이하 MB)가 일부 농산

의하여 피부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므로써

물에 대하여 상당한 약해 발생

인명 피해 및 기상 변화 야기

●우리농산물 최대수출국인 일본은 상품에 진딧물,

- 1987년 제정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선진

총채벌레 등 검역해충 발견시 약해 발생이 적은

국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5년까지

하이드로겐시아니이드 훈증제(이하 HCN)를 사용

농업용 MB 사용 전면 금지

●수입 바나나의 경우 MB 처리로 인한 약해로

●QPS(검역 및 선적전처리) 목적의 MB는 감축

347억원 이상 업계의 경제 손실 초래(회사 이미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또는

손실분은 제외)

실질적으로 대체 약제 사용 가능한 곳에서는

- 약해로 인하여 업체에서 부실 소독 가능성

대체토록 촉구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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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관련 보도 자료 등
■ 오존층 파괴 관련 보도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의 염소로 인해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면 지구가 해로운 태양 자외선에 노출돼
사람들이 피부암과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
2006년 10월 05일

2
가. 기본 계획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소독기법 개발 활용

| 글 | 조이영 동아일보 기자·lycho@donga.com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약해 방지 및 철저한 소독

외래병해충 유입 철저 차단
우리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나. 추진 전략
■ 오존층 보호 효과
미국은 2165년까지 오존층 보호를 통하여 피부암으로 사망예
상되는 6.3백만명을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보건비용 4.2조
달러 절감 예상

● 수출입식물 신선 농산물에 대한 HCN 적용확대 사업
추진
-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 실시
● 철저한 소독관리로 업계의 자발적인 소독 혁신 유도
- 기존 MB의 방법은 약해 발생하므로 대체 소독기법을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유도
● 공동연구 등을 통한 MB 대체 소독 적용기술 개발
- 국내외 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부족한 연구기술 확보 및 활성화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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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CN 등 훈증창고 지정

3

●2007. 4. 6. HCN 훈증창고 지정(델디씨(주),

가. HCN 농약 품목 등록 및 적용 확대 추진
●2000. 4. 바나나에 HCN 최초 농약 등록
●2001. 4. 국화, 카네이션, 단호박, 배추, 오이에
대하여 적용확대
●2002. 4. 상추, 깻잎, 양배추에 대하여 적용확대
●2003. 4. 장미, 백합, 가지에 대하여 적용확대

경남 창원)
- 용적 : 1동 2실 5,477.67㎥(제1훈증실 :
2,482.92㎥, 제2훈증실 2,994.75㎥)
●2007. 5. 17. HCN 훈증창고 지정((주)진원무역,
경남 진해)
- 용적 : 1동 2실 3,000㎥(제1훈증실 : 1,500㎥,
제2훈증실 1,500㎥)

●2006. 4.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에
대하여 적용확대
●2007. 4. 오렌지에 대하여 적용확대

상기 2개의 훈증창고로 우리나라 전체 바나나
수입량의 60%이상 소독 가능

- (주)진원무역과 공동연구사업 수행
●2007. 4. 6. 농약으로 첫 수입된 HCN 이화학
분석(동부한농 공동)

라. 수입농산물에 HCN 실제 사용(4.9.~5.31.)
●바나나 63건 2,762톤 (약해 무발생)
- 동기간 수입 바나나 전체 소독실적 12,182톤의

나. 방제업체 관리 감독 강화로 업체의 소독혁신
유도
●바나나 소독업체 부실소독으로 행정처분

마. HCN 외 새로운 MB 대체 소독기법 연구 추진

(’
06.10.27.)

●소독기술개발 장기추진 계획 수립(’
06. 4. 11.)

- 델몬트(주)에서 수입한 바나나 소독시 포장

●목재해충에 대한 EDN, 신선농산물에 대한

미천공한 사실 적발하여 경고처분
●부실소독 및 위해방지 미조치로 7개 업체 행정
처분(’
06.11.~’
07.5.)
●전체 30개업체 중 8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는 강도 높은 관리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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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포메이트 적용기술 개발 3개년 공동연구
사업 추진(’
07~’
09)
- 수출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베이포메이트
잔류분석 공동연구 실시
(호주 CSIRO, ’
07.5.21~5.30.)

●오렌지 적용확대 시험시 오렌지 수입사인 (주)

4

진원무역과 공동사업 추진(2006년)
●수입사에서 MB 소독시 약해가 우려되어 미천

가. HCN 등 소독연구사업 중단

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소독업체에 강력
하게 행정조치

●2000년 이래 HCN의 등록 및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포장단위가 크고, 제독설비가 갖추어진

●수입 바나나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실시

대규모 훈증시설에서만 경제적으로 사용가능
하므로 HCN의 상용화는 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마침내 업체에서 훈증창고를 건립(2007.4.
훈증창고 최초지정)

2003년부터 연구사업 중단
극복과정
●현재 이용되는 MB는 품목에 따라 약해가 발생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수출경쟁력
확보 및 수입농산물 약해 경감을 위하여 2005

바나나 소독량 및 소독비율 변화(단위 : kg)
년

2003

2004

2005

2006

수입량

도

221,234

209,380

255,650

279,133

소독량

5,428

8,279

34,692

57,819

소독비율

2.5%

4.0%

13.6%

20.7%

년에 연구사업 재추진
●2006년에는 MB가 오존층 파괴물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소독기술개발 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부격리재배소에 소독 연구분야 1명
전담 배치

나. 고비용 소요 HCN 훈증창고 건립에 대한
업계 의지 미약
●HC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훈증시설이
요구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훈증창고 건립에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였음
극복과정
●훈증시설 경제성 제고를 위한 파인애플 등
3품목(2006), 오렌지(2007)에 대한 HCN 적용
확대

다. HCN 이화학분석 지난
●농약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수입업체는 농약
수입 즉시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촌
진흥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독가스라는
이유로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분석 불가
극복과정
●고위험을 무릅쓰고 방독면을 착용한 채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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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 우수사례 | 수출입식물 소독방법 혁신으로 년간 311억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채취 후 동부한농과 공동으로 이화학분석을
실시하여 수입사에 제공하므로써 HCN 판매가
가능토록 하였음
※ 훈증소독 시험시에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등
고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시험에 임하였음

라. HCN 훈증제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활용 지난
●포장단위가 크고 제독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 업체의 311억원의 경제적 손실 절감 예상
●바나나 전량을 HCN 소독하면 바나나 한품목만
311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7,000원 손실/1박스 × 57,819,000kg/13kg
× = 311억원
(’
06년도 바나나 57,819톤 소독)
●현재까지는 약 15억가량 경제 손실 절감(5.31.
기준 2,762톤 소독)

곳에서만 훈증가능하므로 소물량이며, 산지에서
직송하는 수출농산물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려웠음
극복과정
●HCN의 단위 약량을 줄여 수입토록 생산회사인
독일 데게쉬사에 요청한 바, HCN 수입량이
많을 경우 소량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약속
받음
●대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용을
통해 많은 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추후 포장
단위 소량화 가능해짐

▣ MB 대체 소독기법 활용 성공
●MB 사용량 년간 약 30톤 감축으로 700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
●오존층 파괴물질인 MB의 대체 소독기법으로
활용하므로써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방지
※ MB 대체 효과 비용 산출 근거
-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예상량 : 30톤
- 전세계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 : 1.8백만톤
(1987년 기준)
- 오존층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 : 4.2조달러
(미국 EPA 기준)
⇒ 30톤/1.8백만톤×4.2조달러×1000원/1달러

5

= 700억원

가. 혁신후의 변화와 성과
▣ 바나나 등 소독 철저로 유해 해충 국내 유입
확실 차단
●약해가 없는 HCN 소독방법을 활용하므로써
부실소독 가능성 불식하여 유해 해충 국내 유입
확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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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기법 혁신으로
1,011억원 이상의
경제 손실 절감 효과 기대

나. 앞으로의 과제와 예상성과
▣ 수출입 농산물에 대하여 HCN 사용 확대
●HCN 약제의 포장단위를 줄이고 디스크 갯수를
표시토록 약제 생산회사에 요청하여 소물량의
수출에 적합토록 개선하므로써 수출농산물에
사용 확대
●수입 오렌지, 파인애플에 대하여도 사용 확대
▣ HCN 외 MB 대체 새로운 적용기술 개발
●연구 인력, 시설 보완, 관련 규정 정비
- 물리적·화학적 소독방법, 공시충 사육, 잔류
분석 등을 위한 인원 및 시설 확충
- 훈증제의 잔류분석법은 기존 분석법과 달라
관련규정 정비 요구
●MB 대체 소독기법 지속 연구 개발
- HCN은 제독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만 소독가능하므로 사용에 제한이 있음
- 목재에 대한 EDN, 신선농산물에 대한 베이
포메이트에 대한 적용기술 지속 개발
▣ 예상 성과
●우리농산물 약해 경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철저한 소독으로 유해 해충 국내 유입 철저 차단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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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검역정보
- 제5조제7항의 위험평가요소는 [별지 3]과 중복

식물방역법
제·개정

되므로 삭제
● 위험도 산출방식 변경 및 재평가 근거 마련(제5조
제8항 관련)
- 위험도 산출방식 개선(현행 : 100점을 기준
으로 한 점수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방법
개정 고시(안) 요약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1. 개정사유
●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방법의 잡초분야의
잡초위험분석 절차를 재정립·세분화하여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 잡초위험평가 항목의 확대(제5조제7항 및
[별지 3] 관련)
- 일부 항목은 여러 특성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항목 추가
4개 분야 21개 항목 → 9개 분야 42개 항목
으로 확대
- 현행 잡초위험평가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
되기 쉬우므로 단답형에 의한 고정된 점수로
평가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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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 ∑ 평가된 항목
의 최고점 × 100%
- 위험도가 불분명할 경우의 재평가 근거 마련
위험도가 60% 이상 : 관리잡초로 평가
위험도가 50% 이상 60% 미만 : 잠정규제잡초로
우선 처분하고 자료보완 후 재평가
위험도가 50% 미만 : 비검역잡초로 평가
- 충실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의 보완 대책 마련
평가가능한 항목이 적을 경우 유사종에 대한
평가로 대체
● 처음 수입되는 품목의 잡초여부평가 (제5조
제10항 관련)
- 잡초기록이 있는 식물에 대해서만 잡초여부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잡초로 평가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세부실시
요령(식검고시 제2007-10호)
1. 제정배경
● 우리나라가 ’
07.10.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절차 완료함에 따라 ’
08.1.1.부터 LMO 법률

●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LMO 검사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LMO 포함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험실 정밀검사 실시함
● 검사신청 → 접수(서류검사) → 현장검사(시료
채취) → LMO 여부검사 →
미 승인 LMO검출 : 폐기·반송조치
승인 LMO검출 : 통관조치→ 농관원 통보

및 통합고시가 발효되었다. 우리원은 그동안
준비해온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식검고시로 제정하고 국경검사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범위 설정
● 전 세계적으로 LMO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
으로 유통되거나 유통가능성이 있는 품목 중에서
종자용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작물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다.
콩·옥수수·면화·유채 등 21개 품목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승인
되는 품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 검사신청
● 농업용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해충 수출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검사
신청 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LMO 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신고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

■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
●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승인서 및
검정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LMO가
비의도적 허용치 이하로 존재한다는 검정증명
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등
■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 검사결과 합격 처리되는 경우
- 당해 수입승인·신고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LMO 미검출 시
● 검사결과 폐기·반송되는 경우
- 수입승인·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생산 금지·
제한·취소된 LMO 검출시
■ 폐기방법
●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발아 또는 번식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가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폐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처분 명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 발아 또는 번식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공처리 방법으로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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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 국내·외

온 도

약량 비율

최소농도(g/㎥)
2hrs

4hrs

12hrs

24hrs

21℃ 이상

48

36

31

28

24

16℃ 이상

56

42

36

32

28

10℃ 이상

64

48

42

36

32

3.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된 WPM은 ISPM 15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마크는 아래와 같다.

대만수입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안)
1.“목재포장재(WPM)”
는 상품을 적재, 포장, 지지,
올려놓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렛트, 던니지,
크레이팅, packing blocks, 드럼, 상자, load
borads, 파렛트 collars와 skids와 같은 WPM을
포함한다. 다음의 WPM은 동 요건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마크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PPC 심볼
XX : ISP 2자리 국가번호
000 : NPPO가 WPM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두께가 6mm 미만인 것

고유번호, NPPO는 적합한 목재의 사용 및

열과 압력에 의해 접착된 것

적절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페인트나 스테인으로 처리된 것

YY : 승인된 처리방법(MB : 메틸브로마이드

타르 또는 다른 보존제로 처리된 것

훈증, HT : 열처리)

와인이 든 통
4. 요구되는 표시가 없는 WPM은 반송되거나 상기
2. WPM은 ISPM 15에 따라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감독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MB 훈증 : MB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

언급된 MB훈증 또는 열처리되어야 한다. 식물검역
기관은 다음 상황에 WPM와 화물을 반송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온도가 10℃ 미만이면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WPM이 너무 크거나 어떤 이유로 처리시설

24시간이다.

에서 소독될 수 없을 경우

열처리(HT) : WPM은 중심부의 최소온도 56

WPM과 화물이 분리될 수 없고, 수입자가

℃에서 최소 30분간 처리되야 한다.

화물을 WPM과 함께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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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새소식 알림

1. 자메이카
대상국가 : 인도, 태국 및 인도네시아
검역요건 : ISPM No. 15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 훈증후 마크 표지
시 행 일 : 2007. 10. 20
정보출처 : WTO/SPS 통보문
2. 크로아티아
대상국가 : 전세계 모든 나라
검역요건 : ISPM No. 15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 훈증후 마크 표지
시 행 일 : 기 시행중임
정보출처 : 크로아티아측 통보문
3. 대만
대상국가 : 전세계 모든 나라
검역요건 : ISPM No. 15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 훈증후 마크 표지
시 행 일 : 미정
정보출처 : WTO/SPS 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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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요건 :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긴급수입제한

감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
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

■ 멕시코과실파리관련 수입제한
● 수입금지지역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 조치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 에스꼰
디도 지역
● 수입금지과실류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국립식물검원(원장 이기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 기타요건 :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

감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파리(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되었음”
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

및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산 지중해과실파리 기주
과실류외 멕시코과실파리 기주 과실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 지중해과실파리관련 수입제한
● 수입금지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세
일 부 지 역 (미 국 의 증 명 서 발 급 일 기 준
’
07.10.17일부터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Rolling Hills
와 Rancho Palos Verdes 일부지역(미국의
증명서 발급일 기준 ’
07.10.30일부터 적용)
● 수입금지과실류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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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생산자, 해당 농장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를

베트남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국제검역협력과)에
통보되는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베트남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중국산 호두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수출위생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될 우려가 있어 식물방역법

증명서에 소독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여야

제6조에 따라 베트남산 호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08.1.1일 선적분부터)

처리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는 등 수입 제한조치를
취했다.
1. 수입요건
● 베트남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베트남
식물보호국에서 발행한 정보(생산지역, 생산

소독처리기준
- 상압훈증
약제명

투약량

처리시간

처리온도

훈증상의 종류

기압

화물적재율

메칠브로마이드
(MB)

48g/㎥

24시간

15.6℃

일반훈증상 또는
천막훈증상

상압

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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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수입금지병해충
Plum pox virus

않는다. 많은 1년생 재배식물 또는 잡초가 전염원이
될 수 있으나 초본식물과 Prunus 사이에 자연적인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관
허노열
nyheo@npqs.go.kr

전염은 증명된 적이 없다.

▶▶ 분포국가
PPV는 동유럽(불가리아) 원산으로서 지중해 유럽
연안 중심으로 유럽 전체에 폭넓게 전파되어 있으며

▶▶ 이명 : Sharka virus
▶▶ 일반명
영명 : PPV(약칭), sharka, plum pox

엄격한 국가간 검역조치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남미
칠레 등으로 점차 병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병 발생정도

국

가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프랑스, 이탈리아,

국명 : 자두곰보병

룩셈부르크, 몰도바,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부
제한적 분포

▶▶ 분류학적 위치 : Potyvirus group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시리아, 터키, 우크라
이나,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이란, 요르단,
카자르스탄, 보스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알젠티나

▶▶ 기주
Plum pox virus는 비록 자연적으로는 Prunus

널리 분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칠레, 체코

유입 후 박멸 선언 스위스, 덴마크

속의 제한된 기주범위를 갖지만 실험적으로는 넓은
기주범위를 갖는다. 주기주는 Prunus속의 과수
(果樹)로서 살구, 복숭아, 자두 등이다. 아몬드는
PPV에 감염은 되지만 극소의 병징을 나타낸다.
PPV는 Prunus속의 야생종이나 관상수종을 감염
시킬 수 있다. 양벚류에 인공적으로 전염은 되나
국부적으로 감염이 되고 식물체내 이동은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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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감염된 Prunus 나무가 주전염원이다. 본 바이러
스는 접목 또는 매개충인 진딧물 등에 의해 비영속
적으로 전염된다. 과수원에서 감염되는 나무의
숫자는 생육기간중 유시형 진딧물 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진딧물은 감염 잎을 흡즙한 다음 다른

나무로 날아가 섭식한다. 여름에는 진딧물들은
과수원 내에 있는 각종 초본식물로 이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수로 되돌아와서 월동알을 낳는다.

Prunus에 서 의 종 자 전 염 은 Nemeth와
Kolber(1983)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병징
■ 병징은 잎 또는 과일에 나타난다.
■ 특히 봄에 잎에서 아주 분명한데 복숭아잎에서는
괴사반점, 윤문, 엽맥퇴화 또는 잎기형 등이
나타난다.
■ 감염된 과일에서는 괴사반점이나 윤문이 생긴다.

황화, 괴저윤문, 황화얼룩을 보이는 잎과 과일
A. 복숭아 과일의 황화윤문 증상, B. 복숭아잎의 얼룩 증상
C. 자두잎의 괴저 윤문 증상,
D. 살구의 괴저윤문 증상
(P. Gentit, Ctifl, France; M. Nemeth, PHSCS, Hungary;
and M. Barba, ISPAVE, Italy의 사진)

■ 어떤 복숭아 품종은 꽃잎의 색깔이 파괴되어
지는 증상을 보인다.
■ 병든 자두와 살구는 기형이 되며 육질이 갈색
으로 되며 종피는 엷은 색의 윤문이나 반점으로
보인다.
■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 있어서 감수성 자두
품종은 과일이 미성숙한채로 떨어지며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다.
■ 병징은 PPV strain, 시기와 지역, 계절, 품종
및 식물 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헝가리의 PPV에 감염된 복숭아의 감수성 품종에 나타난
황화 윤문 및 얼룩 증상
(M. Nemeth의 사진, PHSCS,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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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꽃의 Color Breaking 병징
(미국식물병리학회 인터넷 사진)

감수성 살구의 자두곰보병에 의한 과일의 기형 : A.살구, B.자두
(P. Gentit, Ctifl, France, and J.B. Quiot, INRA, France의 사진)

중동부유럽의 PPV에 감염된 감수성 품종
A. 낙과된 미성숙과; B. 나무 껍질의 갈라진 증상
(M. Nemeth, PHSCS, Hungary의 사진)

PPV에 의한 과일의 윤문증상 A. 성숙과일 B. 미성숙과일
(M. Barba, ISPAVE, Italy, and J. Dunez, INRA, France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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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 방제

병은 과수원 여기저기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며

자두곰보병 방제용 약제는 없다. 과수품종에

무병묘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목전염이 병 전파의

따라서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선택이 중요

큰 역할을 한다.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간의

하다. 약독 바이러스를 나무에 접종하는 생물학적

병의 전파는 무병이 입증되지 않은 재식용 식물의

방제는 제어된 환경이 아닌 자연포장에서는 아직

교역에 의해 발생된다.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효과적인 방제방법은
무병묘목 생산체계에 의한 건전 식물생산이며,

▶▶ 경제적 중요성
자두곰보병은 중동부 유럽의 과일생산지역에서
아주 피해가 심한 병으로 과실생산 수량이 상당히

정기적인 약제살포로 매개충인 진딧물을 방제하는
것이고 또한 과수원에서 감염식물을 제거하는 것
이다.

감소된다. 유럽의 자두는 미성숙과가 떨어지고
일본자두와 복숭아는 과일에 윤문반점이 생기고,
살구는 심한 기형과가 된다. 바이러스 감염은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유럽의 백만주의 stone
fruit 나무가 현재 감염되어 있다. 감수성 품종의
경우 80~100% 수확량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Kelg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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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Septoria citri』
미국산 오렌지에서 PCR검사로 최초 검출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홍순민
hopang98@npqs.go.kr

1. 병원균 정보
■ 개요 : ’
07.12.16. 부산항으로 수입된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2건 92,534kg에
대한 PCR 검사결과 Septoria citri를
최초로 검출.

■ 피해 및 생태 : 감귤류 식물이 Septoria citri에

감염되면 잎반점병, 열매반점병 유발을 유발
한다. 이 병은 재배지의 기온이 한랭하거나
서리가 내린 후에 많이 발생하며,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은 해에 발생이 심하다. 과일에서는
작고 불분명한 반점이 확장되어 곰보증상을
나타내며 갈색 내지 검정색으로 변색됨.

■ 학명 : Septoria citri Pass

(일반명 : Septoria spot)
■ 분류학적 위치 : Fungi, Coelomycetes
■ 분포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스

트레일리아, 유럽, 아시아.
■ 기주식물 : 감귤류(Citrus)
그림 1. Septoria citri가 검출된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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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습지배양검사와PCR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병행
하여 실시.
■ 실험실검사 결과

그림 2. Septoria citri 병자각(40×)

영남지원 실험실검사결과 습지배양검사에
서는 비검역병원균만 검출되었으나 PCR
검사결과 S. citri의 유사 DNA Product가
생성되어 DNA 샘플 12점을 본원에 병원균
분류동정 의뢰.

그림 4. 영남지원 PCR 검사결과
그림 3. 분생포자(400×)

※ 오렌지 내재 유전자는 모든 시료에서 증폭되었으며, S. citri 유전자는
4개(1, 2, 8, 10번) 샘플에서 검출됨.

3. 분류동정 과정(본원)
2. PCR 검사 개요
■ 분류동정 방법
■ PCR 검사 배경

07.11.28.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
’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라 Septoria citri
병에 대한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이병혐의가

PCR 검사 : 영남지원에서 의뢰한 DNA
샘플 12개에 대하여 오렌지 내재유전자 및
Septoria citri 검출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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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분석 및 상동성확인 : PCR 증폭산
물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미측에서
제공한 S. citri beta-tubulin 유전자 염기
서열과 상동성을 확인.
■ 분류동정 결과

PCR 검사결과
- 오렌지 특이프라이머를 사용한 PCR 검사
결과 12개의 모든 샘플에서 증폭밴드가
나타남에 따라 DNA가 정상적으로 추출
되었음을 확인함(그림 5)

그림 5. 오렌지 내재유전자 PCR 결과

- S. citri 특이프라이머를 사용한 PCR 검사
결과 4개의 샘플에서 300bp 이하의 증폭
밴드가 확인되어 S. citri가 검출됨(그림 6)

그림 6. Septoria citri PCR 결과

32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염기서열 분석결과
- 4개의 증폭밴드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미측에서 제공한 S. citri betatubulin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상동성이
확인됨
병원균 분류동정 결과
- 영남지소에서 의뢰한 12개 샘플중 4개 샘플
에서 PCR 증폭밴드가 나타났으며, S. citri
beta-tubulin 유전자와 상동성이 확인됨에
따라 3개 Lot 모두 S. citri에 감염된 것
으로 판단됨.
- 영남지원의 PCR 검사결과와 같이 비특이적
밴드가 함께 나타날 경우 염기서열을 확인
하여 검역처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검역처분 및 조치사항
■ 동 병원균이 검출된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2건 92,534kg에 대하여 전량 폐기·반송
조치함.

BOOTH RANCHES, LLC 선과장의 #023-5,
#023-7 및 SUN PACIFIC SHIPPERS
BAKERSFIELD, CALIFORNIA 선과장의
#328-2
동 병원균이 검출된 3개 LOT는 나머지
기간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됨.

■ 미국측에 동 병원균이 검출된 선과장과 생산자

LOT번호 3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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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의 특성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전재용
dollmock@paran.com

1. 해충명
● 학명 : Radopholus similis (Cobb, 1893)

Thorne, 1949
syn. Tylenchus similis Cobb,
1893
Tylenchus acutocaudatus
Zimmermann, 1898
Tylenchus granulosus Cobb,
1906
Tylenchus biformis Cobb,
1909
Anguillulina acutocaudatus
(Zimmermann, 1898)
Goodey, 1932
Anguillulina biformis
(Cobb,1909) Goodey, 1932
Anguillulina granulosa
(Cobb, 1906) Goodey,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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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illulina similis (Cobb,
1893) Goodey, 1932
Rotylenchus similis (Cobb,
1893) Filipjev, 1934
Tylenchorhynchus
acutocaudatus
(Zimmermann, 1898)
Filipjev, 1934
Tetylenchus granulosus
(Cobb, 1906) Filipjev, 1936
Radopholus similis
citrophilus Huettel, Dickson
& Kaplan, 1984
Radopholus citrophilus
Huettel, Dickson & Kaplan,
1984
Radopholus acutocaudatus
(Zimmermann, 1898) Siddiqi,
1986

Radopholus biformis (Cobb,
1909) Siddiqi, 1986
Radopholus granulosus
(Cobb, 1893) Siddiqi, 1986
● 일반명 : burrowing nematode, pepper
yellows nematode, citrus
burrowing nematode, spreading
decline of citrus, black head
disease of banana, banana
burrowing nematode
● 한국명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 참고
Radopholus 속 선충중 현재 금지급으로
2종(R. similis와 R. citrophilus)이 지정
되어 있는데, R. citrophilus(감귤뿌리썩이
선충)는 Kaplan 등의 교잡실험 으로 결과
생식적 격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R. citrophilus는 R. similis의 이명으로
처리되었다.

2. 기주식물
대부분의 고등식물에 기생 가능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현재까지 76과 219속 400여종의 기주
식물이 밝혀져 있다. 중요 과(family)는 운향과,
마란타과, 야자과, 천남성과, 생강과, 파초과,
박과, 가지과이며, 선충증식에 좋은 기주로는
감귤류, 생강, 칼라테아, 신고늄, 마란타, 아레
카야자, 코코넛야자, 천남성, 필로덴드론, 바나나,
수박, 고추, 차, 커피, 후추, 파인애플, 멜론,
히비스커스 등 고온성식물 및 감자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Anubias barteri의 잎과 줄기
에서도 기생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특히 유럽과
일본의 식물검역과정에서 태국과 싱가폴산
Anubias barteri와 Anubias sp.에서 검출된
기록이 있다.

3. 수입식물 검역과정의 검출 실적

검역지

검출시기

수출국

식물명(학명)

한국명

건

중부

’
06.09.

태국

Philodendron

필로덴드론

1

영남(양산)

’
06.11.

태국

Philodendron

필로덴드론

2

영남(양산)

’
07.05.

인도네시아

Jasmium

쟈스민

2

중부

’
07.12.

말레이지아

Rhapis

종려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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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적 특징
측정치[원기재 종, from Sher, 1968]
● 암컷(n=12) L=690(520~880)㎛,
a=27(22~30), b=6.5(4.7~7.4),
b'=4.5(3.5~5.2), c=10.6(8~13),
c'=3.4(2.9~4.0), V=56(55~61)% 구침길이
=19.0(17~20)㎛
● 수컷(n=5) L=630(590~670)㎛,
a=35(31~44), b=6.4(6.1~6.6),
b'=4.8(4.1~4.9), c=9(8~10), 구침길이
=14(12~17)㎛, 교접자=20(19~22)㎛, 부자
=9(8~12)㎛
성적이형이 뚜렷하다. 경선공은 관찰되지 않으며,

암컷은 양난소형으로 수정낭은 둥글고, 작은
막대모양의 정자를 함유한다. 암컷의 구순부는
낮고 구획지지 않았다. 두부골격은 강하게
각질화 되었다. 구침은 굵고 강하게 발달되었
으며, 길이는 19.0㎛정도으로 잘 발달된 둥근
절구를 가진다. 식도선은 장과 배부로 중첩
한다. 측대에는 4개의 측선이 있다. 미부는
원추형으로 꼬리 끝부분에 약하게 주름졌다.
수컷은 구순부가 높고 둥글고, 몸통과 구획
졌다. 두부골격은 약하고 구침은 거의 흔적적
이다. 식도는 퇴화되어 거의 관찰할 수 없다.

Radopholus similis의 모습
a. 전체 b~c. 전방부 d. 구침과 식도 e~g. 후방부 h. 난소 i. 음문 j. 음문정면상 k. 수정낭 l. 측대 m~o. 미부
p. 수컷전방부 q. 수컷후방부 r. 정소 s. 정소 t. 교접자 u. 수컷미부

36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5. 생태적 특징

6. 피해

이동성 내부기생선충으로 식물체의 조직내에서
모든 충태가 발육할 수 있으며, 뿌리의 내·
외부를 옮겨 다닐 수 있다.
기주식물이 없는 포장에서 6개월 이상 토양에서
생존 가능하며, 식물체, 흙, 포장내 뿌리의
접촉, 관개수, 농기계에 의하여 전파되며 포장
내에서는 바나나에서 3~6m, 감귤에서는 매년
15m 이상 퍼져 나간다.
유충의 모든 단계 및 암컷성충은 감염력이 있어
뿌리의 어느 부위나 침입할 수 있으나 주로
뿌리 끝으로 침입한다. 선충은 뿌리의 피층
안에서 흡즙하며 굴을 만들어 나중에는 큰 공동을
형성한다.
양성생식을 하며, 증식을 위한 최적온도는
24~30℃이며, 최저온도는 16~17℃, 최고온도
는 33℃이다. 25℃에서는 21일만에 생활환이
완성되며 암컷 한 마리가 2주 동안 하루에 평균
4~5개의 알을 낳는다. 불량조건에서는 45일
동안 개체군의 수가 10배로 증가한다. 흙에서
토양 kg당 3000마리에 도달할 수 있으나 뿌리
에서는 뿌리 100g당 100,000마리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다.

식물에 대한 피해정도는 매우 큰 선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 멜론, 바나나, 수박, 야자,
토마토, 호박 등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953년 인도네시아
후추에서 90% 이상 사멸하는 거의 괴멸적인
수준의 피해를 초래한 기록이 있다.
또한 감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race의 경우
감귤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선충은 토양 서식병원균과 상호작용
하여 병 발생을 크게 증가시킨다.

7. 국내 정착 가능 지역
국내 정착 가능 지역은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
남도 일부 지역과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로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범지구적인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아시아권의 평균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기온 상승보다 높다.)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철 평균기온의 급격한
증가 및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2050년경에는 서울 이남지역의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정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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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방법
현장에서 감염된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된 식물체의
공통적인 피해증상은 뿌리의 일부에 갈색 또는
1

2

3

4

5

38

흑색으로 살짝 변색되거나 심할 경우 썩었다.
감염된 부위를 절단하면 조직의 일부가 괴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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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나나뿌리의 피해증상
그림 2 필로덴드론 피해증상
그림 3 뿌리 절단면의 선충 증상
그림 4 뿌리 절단면의 피해 증상
그림 5 뿌리 조직내 선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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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에서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발견
국제검역협력과
김도남
dongam75@npqs.go.kr

● 2007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 Corbetta 지역
단풍나무(Acer pseudoplatanus) 한 그루와
자작나무(Betula pendula) 세 그루에서 유리
알락하늘소(Anoplophora glabripennis)해충의

1. 미국 농무부, 아프리카산 과일 및 채소 수입허가

피해가 관찰되었음.
- 또한, Lombardia 지역에서도 동 해충이 발견됨.

● 미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7년7월18일 아프리카산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PRA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 30일
간소화된 과일 및 채소 수입규정에 따라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힘.
● 이번에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은 케냐산 껍질 벗긴
baby carrot과 수염 없는 baby corn, 남아공산

3. 네덜란드에서 Tomato leaf curl virus 발견

currants, 구즈베리 일종인 Ribes, 가나산 고추와
가지, 오크라이며 이들 품목은 다음의 5개 식물

● 2007년 9월초, 네덜란드의 토마토 모종 수입

위생조치 중 하나를 취하여야만 미국으로 수출이

회사가 토마토모종에서 Tomato leaf curl

가능함.

virus 바이러스 증상을 확인하였고, PCR를

① 입국항 검사 ② 수확전 처리 ③ 병해충무발생

통해 동 바이러스임을 재확인함.

지역산 ④ 병해충무발생지역산임을 식물위생
증에 부기 ⑤ 가공용 목적으로 인해 병해충유입이
낮음을 식물위생증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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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바이러스의 발견지역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를 모두 제거하였고, 바이러스의 매개충인

식물 부위(Plant portion): 과실이나 채소에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에 대한 박멸 조치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줄기나 잎자루

도 취함.

- 중국산 Ya pear에 대한 저온처리요건 삭제
- 하와이로 수입되는 한국 및 일본산 배의 경우,

● 동 바이러스는 begomovirus속에 속하며, 콩과,

현지검역이 필요 없음을 명시

토마토 등의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바이러
스이며, 동 바이러스가 네덜란드에 발견된 것은

5. 일본, 호주산 감귤류 소독처리기준 일부 개정

이번이 처음임.

4. 미국, 과실 및 채소류 수입규정 개정

● 일본농림수산성은 2007년 9월 20일 호주산 감귤류
소독처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오렌지(발렌시아종 및 워싱턴네이블종의 스위트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7년 12월 11일자

오렌지, 임페리얼, 에렌델, 마코트 및 미네오라)

연방관보를 통해 과실 및 채소류 수입요건 개정

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한가지로 소독 처리하여

안을 공표하고, 2008년 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야함.

절차를 거친다고 밝힘

과실 중심부온도 1.0℃, 16일간 소독
과실 중심부온도 2.1℃, 18일간 소독

● 과실 및 채소류 수입요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식물성 잔재물(Plant debris)"를 삭제하고,”
식물성 폐기물(Plant litter and debris)"과
“식물부위(Plant portion)"를 추가함.

과실 중심부온도 3.1℃, 20일간 소독(동 기준은
추가 된 것임)
- 레몬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한가지로 소독
처리하여야함.
과실 중심부온도 1.0℃, 14일간 소독

식물성 폐기물(Plant litter and debris): 해당

과실 중심부온도 2.1℃, 16일간 소독

물품에 상업적 가치가 없는 떼어낸 잎, 줄기,

과실 중심부온도 3.1℃, 18일간 소독(동 기준은

가지 등

추가 된 것임)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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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나라현에서 담배가루이 발생

되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은
연방법안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임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7년 2월에서 7월까지
실시된 담배가루이 발생현황 조사 결과, 일본
나라현 시키군의 토마토와 미니토마토, 가지
시설재배지에서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가
발생되었다고 밝힘

- 위험관리방안에는 수입항검사, 수확후 처리,
병해충무발생지역산 일 것, 특정 우려병해충의
부착이 없을 것, 식물위생증상에 우려병해충에
대한 해당 검역조치를 취하였음을 부기할
것 등임.

- 이번에 발생한 담배가루이는 모두 Biotype
Q로 확인됨.
● 동 해충은 성충의 길이가 약 0.8mm로 몸체는
담황색이며, 날개는 흰색임.
● 동 해충의 기주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가지과,
오이과, 백합과, 국화과 등의 많은 채소와 화훼류
에서 발생함.
- 동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시에는 작물의 생리
장애 및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이 유발되며,
동 해충 방제를 위해 묘목 관리, 제초작업,
그물망 설치, 약제방제 등의 조치를 취함.

8. 미국내 감귤그린병 검역지역 확대

●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7년 11월 2일,
괌, 하와이 등에서 감귤그린병의 매개충인 가루이
(ACP: Asian Citrus Psyllid)가 발견됨에 따라
감귤그린병 검역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힘.
- 감귤그린병 검역지역은 기존의 플로리다지역
에서 괌, 하와이, 푸에로토리코, 텍사스주 32개
카운티로 확대됨.
- 플로리다지역은 이미 감귤그린병 발견으로
2006년 5. 3일부터 검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가루이(ACP)가 최근 괌, 하와이, 푸에로토

7. 미국, 한국산 미나리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리코, 텍사스주 32개 카운티에서 발견 되고
있으나, 현재 동 지역에서 감귤그린병은 발견되
지는 않았음.

●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는 11월 21일, 한국산
미나리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08년
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힘.
- 동 위험관리방안의 최종안은 올 7월 18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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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이(ACP)가 발견된 지역에서 동 해충의 기주
식물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소독, 검사, 임시허가
등의 검역규제조치를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함.

● 동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연방
정부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동식물

10. 중국, 국가인허가 감독위원회“국제행사 수출
입검험검역규정”수정

검역소(APHIS)는 주 전체로 검역지역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 인허가 감독위원회는 11월 14일 북경,

9. 뉴질랜드, 중국산 배의 수입지역 확대

상해, 산동, 요녕, 천진, 광동, 심청 등의 검험
검역기관을 소집하여“중요 국제 행사 수출입
검험검역 규정”
의 검역관련 부분 내용을 수정함.

● 뉴질랜드 농림부는 9월 1일 중국국가질검총국에
공문을 보내어 중국산 배 야리 품종의 수출산지를

● 동 규정은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북성에서 하북성과 산동성으로 확대 하는

수출입업무관련자와 교통수단에 대한 검역,

것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수출입화물 검역, 수출입동식물 검역, 여행객
휴대물품의 검역 등에 대한 검사절차가 포함

● 중국 하북성의 야리배는 수년간 뉴질랜드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산
배의 수출확대를 위해 뉴질랜드 측에 수출산지
및 수출배 품종 확대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뉴질랜드측이 받아들여 최근 수출산지가 확대
된 것임.
● 뉴질랜드로 야리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하북
성과 산동성의 수출배 과원 및 선과장은 해당
검역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 또한, 뉴질랜드가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되어 있음.
- 동 규정은 2008년 3월에 반포되어 실행될
예정이며, 2008년 북경올림픽뿐만 아니라
2010년 상해 박람회와 광주 아시아 대회, 심천
전국 체전 등 중국에서 개최되는 중요 국제
행사에 모두 적용될 예정임.
● 국가 인허가 감독위원회는 북경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동 올림픽 참여자들의 안전과 수출입
제품의 품질보장, 중국 동식물 및 자연환경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임.

예찰 실시 및 수출 전 검사, 식물위생증을 첨부
해야만 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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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병해충의 무발생 또는 저발생 지역 적용은

조치 없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그러나 이와 같은 무발생지역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수출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기후적 특징, 다년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의 제6

간의 예찰 결과,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타당성,

조에 명시된 기본 사항이다. 또한 국제식물보호기구

발생시 시정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매우 광범위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제시하여야하고 수입국은

IPPC)의 식 물 위 생 조 치 를 위 한 국 제 기 준

이에 대하여 매우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고 현지 조사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등을 통하여 무발생을 확인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

Measures (ISPM) 1; 국제교역에서의 식물보호와

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원칙(
‘93 제정, ’
06 개정)]

수출국은 수입국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도한

에서도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의 인정이 기본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는 불만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가지기 쉽고, 수입국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하여 ISPM 4(병해충 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 또는 검토 및 검증을 위한 체계

ISPM 8(특정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결정), ISPM

등이 부족하여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10(병해충 무발생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

이러한 이유로 무발생/저발생지역의 인정은 양자간의

의 설정 요건), ISPM 22(병해충저발생지역 설정을

무역쟁점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IPPC는 무발생

위한 요건), ISPM 26(과실파리 병해충무발생지역

/저발생 지역의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정을 위하여

설정)이 채택되어 있다.

2007년 ISPM 29‘병해충무발생지역과 병해충저발생
지역의 인정’
을 채택하였다. 이 국제기준에서는 병해충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의 설정 및 유지 그리고
수입국에 의한 인정은 식물검역분야에서는 비교적

무발생/저발생 지역의 인정과 관련하여 기본 원칙,
권리 및 책임과 인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관리방안 중 하나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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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칠레, 호주 리버랜드 및

한편 WTO/SPS 위원회는 병해충무발생/저발생

타즈마이나주의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화 인정을 위한 지침을 개발 중이다. 식물검역

이 지역산 과실에 대하여는 과실파리에 대한 별도의

분야에서 무발생지역의 인정이 비교적 활발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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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역협력과
임규옥
koyim@npqs.go.kr

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동물검역분야에서는 관련

실제 무발생/저발생지역 인정을 수행하는 국가 식물/

국제기준이 채택되어 있기는 하나 기주동물의 이동성이

동물보호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큰 관계로 무발생/저발생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었다.

것이 어려워 무발생은 국가단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이 지침 작성과 더불어 동물검역 분야 국제기구인

있는 상태이다. 이 지침의 개발은 사무국이 제시한

OIE가 구제역 등 4개 질병에대하여 비발생지역을

초안을 토대로 브라질이 중심이 된 남미국가 그룹과

국제인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IPPC도 유사한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캐나다로

국제인증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구성된 동조그룹(Like-minded group)이 각각 수정

있으며, 2008년 중에 작업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안을 제시하여 비공식회의,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병해충비발생지역의 국제인증 여부는 우리원에도

합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작업단 회의에

2008년에는 최종안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것으로

참가하여 인증의 범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주요 쟁점은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남미그룹이 평가개시부터 최종확정시까지의 기간
(timeline) 또는 작업계획을 명시하고 다수요청에

지역화인정 논의에서 보듯이 동식물위생조치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동조

관한 많은 국제지침 및 기준이 작성되고 이를 적용

그룹은 시한 설정 없이, 단일 국가 다수품목에 대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

우선순위만 결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우리는 국제동향을

우리원은‘07년 10월 제40차 정례회의 중 열린 비공식

적기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하고, 유사입장 국가들

회의에 참가하여 ISPM 29의 ’
수입체약국은 인정절차

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 작성단계부터 적극

의 완료를 위한 잠정적인 예상일정(timeframe)을

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설정하도록 권고 된다
‘는 문구를 예로 들며 무발생지

또한 국제기준 틀 안에서 투명하고 과학적인 논리를

역인정 절차는 양국간의 많은 의견 및 데이터 교환을

개발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과 정보

필요로 하므로 특정기간을 명시하는 시한 설정은 기술

수집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SPS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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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환경연구관

양영환
jejumuseum@hanmail.net

외래생물의 이입은 기후환경변화, 국제자유화, F. T. A. 등에 따른 물적, 인적 교류에 따른 필연적인 요소
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제주의 외래 잡초들은 주로 식물생태가 불안정한 공터나 길가에 분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귀화식물은 대부분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그래서 산림이 숲처럼 무성하고, 안정된 군락에
쉽게, 정착할 수 없다. 그러나 귀화식물은 인간에 의한 식생의 교란이나 파괴된 곳, 공한지, 방치된 농토,
도로변, 도시근처에 간섭이 가해지고 환경이 불안정해 지면 자생식물의 번식 활동이나 생활력이 약해지면
서 상대적으로 쉽게 침입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귀화식물은 자생식물을 교란시키거나
논밭의 귀찮은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고 또한 인간에게 해를 주는 등 자생식물의 생육지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분병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소실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생지
상실, 침입외래종생물이 남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침입생물이 생태, 생리,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는 주요한 원인중이 하나이다.
제주의 경우 농경지에 발생한 귀화식물은 25과 81종류로 1999년에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돼지풀,
개민들레, 도깨비가지, 물참새피, 털물참새피의 4종류는 환경부에서 해로운 외래식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 중에 있다. 제주는 수입자유화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인적, 물적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외래생물이나, 귀화생물이 증가함은 물론 위해생물 출현이 많아지고, 또한 생태계의 교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검역소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해생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검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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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래생물의 이입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이입되던가 아니면, 기후환경변화, 국제자유화
그리고 F. T. A. 등에 따른 물적, 인적 교류에 따른 필연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그래서 검역은 필연적으로
국제기준이 강화되고, 장비의 현대화, 기술의 현대화, 신속히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도깨비가지 꽃
돼지풀

도깨비가지 열매

물참새피 군락(용수)

털물참새피 생태(하도 양어장)

물참새피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47

특별기고 | 유럽에서 식물병을 보다

해외모니터요원

김병용
byung-yong.kim@ncl.ac.uk

- 유럽 식물검역 모니터 요원 활동수기 지난해 2007년 5월부터 식물검역원 해외모니터 유럽지역 담당자로 활동했으니, 벌써 이번달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십년전 농과대학 학부시절에 재배학과 작물보호학을 배우긴 했으나 사실
식물병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고, 대학원 석사시절때도 미생물학을 공부하였지만 병해충관련 미생물
보다는 그 반대의 유용미생물학이 전공이었으므로 역시 식물병과는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2년전 다니던 직장을 잠시 접은 채, 무작정 가족들과 함께 이곳 영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결심할 당시만 해도 내가 식물검역 모니터 요원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지 않다보니, 유학생모임이나 한인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은 모두 알면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종종 해외 통신원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교관, 파견공무원,
해외지사 주재원, 신문방송국 특파원 등의 전문직업인들 부터 축구 해외통신원, 마케팅 통신원, 교육
통신원, 여행 통신원등의 아마추어 활동가들 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통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가진 지식과 열정으로 고국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식물검역 해외모니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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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이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달 정도 후에 식물검역소로부터 유럽 주재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학부시절의 기본 지식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당장 병해충 용어부터 생소 하였습니다.
어떤 병을 검색해야 하는 지도 난감했고, 막상 식물병관련 신문기사를 접해도 이 병해충이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대학교재로 쓰는 식물병리학
책을우편으로보내달라고해서병해충관련용어부터새롭게공부했습니다. 또한식물검역원홈페이지와
검역정보지를 통해서 식물방역법과 검역병해충과 비검역병해충등을 공부했고, 특히나 최근 국가간
분쟁이 되고 있는 병해충도 파악하였습니다. 중요한 병해충들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식물
병들을 검색하다 보니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분쟁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안이나
공항에서만 지나쳐 보게되는 식물검역활동이 농업보호와 국가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식물검역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검역활동을 지켜보면서 저는 농업 선진국일수록 식물검역 시스템이 매우 견고하고 치밀
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 시스템 선진화가
필수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농업 선진국 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 작은 활동이 미약
하나마 조그마한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해도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49

기고 | 농림부 6시그마 그린아카데미 프로젝트 GB 과정을 마치며...

11
농림부 6시그마 그린아카데미 프로젝트
GB 과정을 마치며...
었다. 매우 빡빡한 일과 속에 모두들 6시그마와의
전쟁을 벌였다. 강의 준비물로 사용된 투척기
(그림 1)는 장난감이 아닌 거대한 교재였고 차후
검역기획과
김상엽
kingleo@npqs.go.kr

에는 보물이 되었다.
강사진, 교육생 26명 전원이 잘 시간 없이 보낸
4박 5일은 무척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100일간에 걸친 우리원의 과제인
『병해충 진단
시스템의 신속성 및 정확성 개선』완료를 위한

투척기 기능 개선작업 2007년 9월 4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국농촌공사 도비도 연수원에서의

컨설팅 또한 참여한 직원들의 고생은 많았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6시그마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우리 부
「그린아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GB(Green Belt)과정

데미 프로젝트 GB과정」
이라는 길고도 생소한 제목의

을 통해 6시그마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이글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4박5일의 일정표를 보았을 때

간략히 안내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시키기 위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08:00부터 시작되어 23:00

필요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까지 이어지는 교육시간(현실은 23:00이 아닌 ∞)

6시그마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에 놀랐고, 담당 강사인 이강군 교수님(서경대

시그마(σ; sigma)는, 그리스 문자로서 영어의 s에

MBA 과정)께서 교육기간 동안 평균 수면시간이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학에서 변동을 나타내는

3시간 정도라는 말씀에 모두들 탄식만 나올 뿐이

여러 척도 가운데 하나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다. 그러나 6시그마에서는
시그마가 품질의 변동을 의미하는 표준편차로 사용
될 때도 있으나, 보통 `몇 시그마 수준` 이라고 할 때
는 프로세스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를 뜻한다. 이것은
6시그마를 처음에 대할 때 약간 혼동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여러

투척기 기능 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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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결함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능력을 정량화 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업무 프로세스이든 제조 프로세스이든 프로세스의 품질성능을 동일한 척도로 바꾸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어떤 프로세스의 시그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세스에서 결함의 발생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시그마 값이 증가하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사이클 타임이 줄어들며 고객의 만족도는 증가
하게 된다. 6시그마철학은 제품·서비스의 결함 수와 낭비되는 비용, 고객의 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6시그마 품질수준이란 3.4PPM(part per million)으로서 100만개 중 평균 3.4개 정도의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 의미의 6시그마

미국의 6시그마 수준
구분

3σ

4σ

5σ

6σ

면적

소규모 상점 넓이

평균 거실의 넓이

전화기가 놓인 면적

다이아몬드 알 크기

오자 수

책 한쪽당 1.5개

책 30쪽당 1개

백과사전 한 질당 1개

소규모 도서관의 소장 도서들 중 1개

10억 달러당 부채

270만 달러

6만 7,000달러

570달러

2달러

거리

미주 대륙횡단

5분 드라이브 거리

주변 주유소까지의 거리

4발자국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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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은 두 가지 Road Map(DMAIC, DFSS)으로 나뉘어 진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개선 대상 Process의 유무에 따라 [프로세스의 개선] [프로세스의 설계/
재설계]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인 Road Map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DMAIC’
는 결함이나 문제를 해결,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유용하고‘DFSS’
는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는 프로세스를 디자인,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기존의 것을 재설계, 오류나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론
으로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존 프로세스(정책) 개선 방법(DMAIC)

※ CTQ(Critical To Quality, 핵심 품질요소)는 품질 특성 중에서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새로운 프로세스(정책) 설계 방법(DFSS : Design for six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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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적인 6시그마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은 벨트제도(일본의 가라데에서 유래)로 운영된다.

6시그마는 1987년 모토로라에 근무하던 마이클

달러가 넘는 절감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해리(Michael J. Harry)에 의해 창안되었다. 당시

6시그마는 세계의 초일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용 전자기기 사업부에서 일하던 그는 어떻게

한국의 초일류 기업들에 의해서 이미 도입 추진

하면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를 고민하던 중 통계지식을 활용키로 한 것. 이

총체적인 경영혁신기법으로 검증되고 있다. 6시그

통계적 기법과 밥 갈빈(Bob Galvin) 모토롤라 회장이

마의 목적은 단지 품질을 6시그마 수준으로 끌어

1970년대 말부터 벌여온 품질개선 운동이 결합돼

올리는 것이 아니다. 향상된 품질과 능률이 6시그

탄생한 것이 바로 6시그마 운동이다.

마의 직접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6시그마는 근본

그가 창안한 6시그마 운동은 지난 `92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가 도입했으며

적으로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업은 이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6시그마를 도입하는 것이다.

점차 GE, IBM, 소니, 포드 등 세계 유수의 기업

해리박사는 6시그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으로 확산됐다. 6시그마 확산은 경영자에서 시작

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개념이라고 했다. 이는

된다고 판단한 해리 박사는 잭 웰치 GE 회장 등 세계

6시그마가 창출하는 엄청난 결과는 일반적인 사고

유수기업 CEO들에게 6시그마를 교육하기도 했다.

방식을 가지고는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35개 대기업에서 6시그마를 통해 5백억

기업과 경영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고정 관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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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농림부 6시그마 그린아카데미 프로젝트 GB 과정을 마치며...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에 160억원의 효과를 거뒀다. 공기업 최초로 2001

있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한다.

년에 도입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례가 꼽히고

최근, 10년간 국내의 6시그마 도입 현황을 살펴

있으며 이밖에도 농림부, 환경부, 대법원, 검찰청,

보면 국내 6시그마 도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삼성

특허청, 관세청, 금융결재원,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SDI와 LG전자는 성공적으로 체화기에 진입하여

설관리공단, 대구지하철공사, 공군전투사령부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며, 많은 제조업의 대기업

등도 6시그마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들이 이미 확산기에 진입하였고 서비스업을 중심

알려져 있다.

으로 도입기에서 확산기로의 성공적인 도입을 시도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경영논리가 등장하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변화가 빨라지면서‘유행 쫓기’
식으로 혁신프로그

부문에서 6시그마 도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신 IT

특히 최근에는 프로세스 품질에 초점이 맞추어

인프라와 대대적인 혁신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면서, 프로세스개선 활동에 이용되어온 기존

도 많은 기업들은 저 성장의 늪에 빠져 새로운 돌파

1)

2)

BPM (업무프로세스 관리), ERP (전사적 자원관
3)

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ERP와 그 뒤를 이은

리), KMS (지식관리시스템)등이 6시그마 활동을

6시그마가 국내 대기업들의‘경영혁신 공식’
이었

위한 실행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 솔루션

지만 이 공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과 반성이 없었다는

이 6시그마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DMAIC의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단계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과거 한때의 유행처럼 시작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 6시그마 도입사례

져버리는 혁신활동들처럼 6시그마도 그 본질을

는 2000년 최초로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도입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식으로

하여 첫해 24건의 과제를 해결하여 526억원, 다음해

도입했다가는 저항감만 키운 채 실패할 가능성이

89건의 과제를 수행하여 282억원 재무효과를 거둔

높을 것이다.

바 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2003년부터
금융, 우편, 일반 업무에 적용하여 2006년 상반기

끝으로 6시그마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1 BPM(업무프로세스 관리, business process management)
2 ERP(전사적 자원관리 全社的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3 KMS(지식관리시스템, 知識管理, Knowledg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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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6시그마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경영층의
리더쉽으로 경영층의 6시그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젼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6시그마 활동이 전사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참고자료>
■ 신윤선,“공공부문에서의 6시그마 경영혁신
도입사례 및 성공방안”, 2007년도 추계
DFSS 컨퍼런스 발표 문집, p155~170.

에서는 활동에 대한 인식확산과 프로젝트를 직접

■ DSRI 컨설팅 그룹, "전략적 6시그마 실천

수행하는 벨트들의 개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매뉴얼", (주)디에스알아이, 2006, p35~56

참여와 개선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6시그마 정착단계에서는 벨트들의 능력과
수준, 지원시스템이 핵심성공요인이다. 이유는

■ 박성현, 이명주, 정목용, 6시그마 이론과
실제, 한국표준협회, 1999
http://www.sixsigma.or.kr/

확산단계를 거치면서 유능한 벨트들이 양성되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일반 기업외의 공공부문에서도 6시그마 경영
혁신의 성공방안은 각 추진단계별 전략계획을 바탕
으로 한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며, 핵심인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공을 위한 환경 조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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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Park" 으로 거듭나기....

영남지원 검역2과
박보경
parkbk@npqs.go.kr

처음 국립식물검역원을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현지검역을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녀오신 분의 경험담을
들을 때면 괜히 가슴이 설레기도 부럽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내가 필리핀으로 망고 현지검역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괜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출발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리무진을 타고 꼬박 밤을 새워 도착한 인천공항, 그리고 비행기로 마닐라 도착.
2차로 마닐라에서 현지검역을 수행중인 전낙범 선생님이 마중을 나오셨지만, 처음 뵙는 얼굴이라 누군지도
몰라봤었다. 정신없이 현지검역관들, 운전기사들, 호텔직원들과의 인사가 이어졌다. 다들 처음 보는 얼굴인데다
비슷하게까지 느껴져서 인사를 했었는지 처음 보는 건지도 헷갈리고, 업무와 마닐라 생활에 대한 인수인계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단지 3일간의 인연이었을 뿐이었지만, 전낙범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정든 친구가 떠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서글펐다.
드디어혼자만의생활은시작되었고, 현지검역업무와필리핀생활에대한적응도점차익숙해지기시작하였다.
증열처리, 수출검사, 재배지검사, 센스테스트 등 출국 전 본원에서 교육받은 것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난 필리핀
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검역관으로서 한발 한발을 내딛었다.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일본, 한국, 필리핀의
검역관이모여서상의를하고때로는서로의주장을펼치면서뜻을굽히지않기도했지만, 삼국의검역관은배려와
협조의 기본틀을 지켜 나갔다. 증열처리와 수출검사 업무에는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많아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다.
함께 일을 했던 일본검역관은 원칙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 증열처리회사에서 증열처리 후 호텔에서 먹으라고
챙겨주는 망고 한개 조차도 늘 거절하며, 식사 후에는 각자 지불을 강조했고, 초상권과 관련해서 본인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한번은 필리핀 검역소에서 증열처리가 없는 날 주변 관광지를 안내해
주겠다며 일본검역관과 나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여행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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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하고 별도로 시내관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일본검역관의 성격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가끔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었다.
반면, 늘 밝은 모습의 필리핀 검역관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외국인 검역관에 너무나 익숙해서 3개월의 기간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어가 서툴면 속도도
조절해주고, 업무대기시간 중에는 이런저런 기본적인 대화로 분위기도 밝게 이끌어 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가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잊어버리는 경향은 있었다. 최소한 같은 말을 3~4번 정도 하면서 다짐을
받고 약속을 확인해야만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이지 여러 번 느꼈다.
나는 혼자서 주변 곳곳을 다닌 적이 많았는데, 안내를 해주겠다던가, 말동무가 되어주겠다던가 하는 현지인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탓도 있겠지만,‘마샬랍 코리안’이라고 해서 한국
인을 봉으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탓에 어쩌면 가끔 좋은 의도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
들까지도나쁘게인식했을지도모르겠다. 한번은백화점에서가방안에넣어두었던핸드폰을분실한일이있었다.
지갑이나 사진기 등 다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위의 위로를 들으면서 핸드폰
만 잊어버린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다.
3개월의 시간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친정어머니의 방문이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어머니와 한번도
단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열흘간의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하고 있는 현지검역의 업무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마닐라에 있는 식물검역소(BPI)와 증열처리장을 방문하고,
카톨릭의 본고장인 만큼 곳곳의 웅장한 현지 미사도 함께하셨다. 특히 내가 하고 있을 일을 직접 보시면서 너무
나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도 값진 시간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검역관이고, 내가 대한민국 식물검역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가득했고, 돌아와서 일반
적인 검역 업무를 처리할 때도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돌아온 좀더 넓은 안목과 깊은 관심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었다.
나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이번 3개월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그 기억은 머리에, 그 감동은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Inspector "Park"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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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생과실의 증열처리 및 검사과정

58

선과 및 열탕침지

증열처리(VHT)

냉각 및 포장작업

수출검사 및 증명서 발행

망고도착

챔버입고

파렛트이동

수출검사

선과 및 중량

센스삽입

얼음냉수 냉각

검역증 발행

세척

상대습도 체크

망고 포장작업

필리핀 수출증명서

열탕침지

증열처리 시작

상자 봉인작업

컨테이너 적재

건조

증열처리

파렛트 작업

수출준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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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제3기 직장협의회 출범

12
국립식물검역원
직장협의회장
변 봉 용
byunsato2@npqs.go.kr

국립식물검역원 직장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은 우리 기관에 특별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ISO9001 인증으로 검역과정 및 기관 운영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원의 운영지원과 신설 등으로 외연의 확대는 물론, 사무소장의 직급상향으로 승진에 대한
희망상승과 대외적 기관의 이미지가 상향되었으며, 기관명칭이 국립식물검역원으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출입기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우리기관의 역사에 비해 이렇듯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기식
원장님의 특별한 의지와 함께 우리직원 모두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반신반의로 시작된 혁신이 3년 동안의 반복과정으로 우리의 思考가 바뀌고, 다양한 토론문화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을 재정립 하는 등 변화를 위한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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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제3기 직장협의회 출범

회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식물검역원 직장협의회는 2004.1.29 화합과,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욕적으로 출범
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부규정에 묶여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회원님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요구보다도 앞서서 개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관장님과 간부진의 애정이 있어서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다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듯 한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협의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기 직장협의회를 출범함에 앞서 몇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원분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외에는 가장 가까워야하고, 사랑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동료여야 합니다.
둘째로 신바람나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은 눈을 뜨고 생활하는 하루의 80% 이상의 시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선 직장
생활이 신바람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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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역현장은 매우 위험하고,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검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심적 안정과 근무여건은 항상 최고의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타당성 있는 불이익에 대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원칙이 없거나 필요이상의 이유로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 등에 대해선 회원님들의
대변자가 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립식물검역원 직장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립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부처내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떤 방향이 최선
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으로만 보면 대단히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만 있다면 기필코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변화는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8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며 제3기 출범의 辯을 대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가득한 특별한 한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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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재되어 있는 식물을 검사할 때 2단에 장치되어 있는
Q1 컨테이너에
화물도 검사가 가능한지요?
>> 샘플을 채취하는 컨테이너는 반드시 1단에 장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식물은?
>> 비재식용식물, 버섯종균, 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의 경우에만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기타식물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전량 하역 또는 창고에 입고해야 검사가 가능함

Q3 컨테이너 야적장의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이 아닌 장소에
컨테이너를 장치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컨테이너야적장의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Q4 검사제외가공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검사제외가공품 중‘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에‘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HSK번호에 해당
되는 물품은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제외가공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제외가공품인지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HSK 10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세 번에 식물과 검사제외가공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임.

Q5 식물방역법상 수입할 수 없는 물품(수입금지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입금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수입금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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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잡초도 포함)
-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 긴급수입제한 식물(우리소 홈페이지 식물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 참조)
- 식물방역법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소장이 요구한 생산지에서의 검사 또는 소독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
- 수출국에서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을 하지 않고 반입되는 목재포장재

Q6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 식물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므로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식물
벼, 왕겨, 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수입가능)

카사바(Manihot esculenta) 생식물의 지하부

생과실(코코넛, 파인애플 및 미숙바나나는 수입가능),

운향과(Rutaceae)·배나무아과(Promoideae)·복숭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

아속(Prunus spp.)·나무딸기속(Rubus spp.) 식물의

호두의 열매 및 핵자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수입가능)

가지과(Solanaceae)·고구마속(Ipomoea spp.)·

소나무속(Pinus spp.)·잎갈나무속(Larix spp.)·

나팔꽃속(Pharbitis spp.)·메꽃속(Calystegia

개잎갈나무속(Cedrus spp.) 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

spp.)·마속(Dioscorea spp.)·새삼속(Cuscuta

잡초에 해당되는 식물 및 종자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Q7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과일도 냉동하면 수입할 수 있는지?
>>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것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지과식물의 생과실과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및 미국·캐나다산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은 상기와 같이 냉동하였더라도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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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원』
으로 승격
농림부 산하「국립식물검역소」
가 1978년 4월 12일 기관발족된 이래 30년만에 11월 30일자로『국립
식물검역원』
으로 승격되었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농림산물의
수입 증가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FTA/DDA 진전으로 국제통상 협상 등에서도
검역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림
업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제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소」
에서
「원」
으로 승격되었다.
그 동안 국립식물검역원은 ’
78년 기관발족 이후 조직·인력·제도·검역장비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본원 산하(안양 소재)에 주요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5개 지원과 21개
사무소 및 2개 격리재배관리소를 두고 있으며 총 인원은 451명이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화물, 우편, 여행객 등을 통해 수출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08년 1월부터 LMO법이 발효되어 수출입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도
담당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이기식 원장은 검역행정 수요증가, 검역의 통상 문제화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의 보강과 전문화, 제도보완, 과학적인 검역기법
개발, 시설 및 장비의 첨단화 등 6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중장기 식물검역 발전계획을 확실히
추진하여 세계일류 식물검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 국립식물검역원 신년 교례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 2008. 1. 14.(월) 4층 대강당에서 식검 선후배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의와 덕담을
나누고 새해의 안녕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농림부차관님이 참석하여 식물검역과 우리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 메세지를 전달
하였으며, 식검동우회장(김윤선)의 새해 인사말씀에 이어 국립식물검역원장은『우리의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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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행사

식물검역원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식물검역원
슬로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3. 한·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NAPPO) 매미나방 회의 개최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12.4일부터
12.6일까지 본원 대강당에서 NAPPO측 Ian
MacDonell 사무총장외 11명과 국제검역협력과장외
10명이 참석하여 한·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
(NAPPO)간 아시아계통 매미나방 관련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NAPPO측이 NAPPO의 조직,
Standards(기준들),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규제
정책과 매미나방예찰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우리측은 한국내 매미나방 분포현황 및 트랩조사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검역 협력관계를 증진하였으며, 또한 참석자
들에게 우리나라의 식물검역현황 소개 및 현장견학을 통해 우리의 선진 식물검역 시스템을 홍보하였다.

4.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개최
한-호주 식물검역회의가 지난 10. 8. ~ 10일까지
우리소에서 개최되었다. 생물안전국의 Neil
McWatersr 등 3명의 호주측 관계자와 국제검역협력
과장(안영수) 등 4명이 우리측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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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회의는‘94년 한-호주 식물검역당국간 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은 회의를 통해 검역현안에 대하여 상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호주 측 의제는“호주산 양벚 등 수입허용”및“대한국 수출오렌지에 대한 한국
검역관 현지검사 면제”요청 등이며, 우리 측은“파프리카 등 우리농산물 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호주산 오렌지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해 줄 것”
을 요구하였다.
한편, 양국은 앞으로도 현안협의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식물검역원격진단 네트워크 완료보고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는 수출입 식물과 국내
농림산물에서 발견되는 병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위험도분석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등의 병해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10월 5일 식물검역원격
진단 네트워크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병해충 영상을
보면서 전문가간에 화상회의를 통하여 병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로인해, 국립식물검역원은 분류동정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식물병해충 진단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의 조기차단·방제 그리고 우리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식물검역홍보 혁신연찬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는 식물검역에 맞는 새로운 홍보물 제작과 홍보 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각지소 홍보담당자들과 지난 5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홍보혁신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식물검역 홍보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식물검역에 어울리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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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 홍보전문요원을 주축으로 하는 홍보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홍보
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특강 및 외부강사를 초빙
하여 E-newspaper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날 함께 병행하였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홍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물검역 홍보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체계
적이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 최고의 홍보효과를 성취하자고 다함께 다짐하였다.

7. 식물검역과 외래해충 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응용곤충학회와 국립식물검역원은 외래병해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식물검역과 식물
보호분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식물검역과 외래해충 관리』
라는 주제를 갖고 10.18~10.19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식물검역시스템(QIPS)
소개와 미국·중국·호주의 외래병해충 관리현황
및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제로 12명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병해충 전문가 350여명
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여
21C 식물검역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식물보호분야가 세계 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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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원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개최
인천공항지원은 ’
07.12.12. 인천공항회의실에서 인천공항으로
수입되는 검역과 관련된 검사 불편·불만사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를
개최하였다. 작년 8월에 13개 수입 및 통관대행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진성과 및 경과를 보고
하고 또한 업체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자리가
된 이날 회의에서 지원장은 위원회가 식물검역원 및 업체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식물검역 1일교사제』
실시
인천공항지원은 ’
07.12.13. 인천공항중학교 대강당에서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식물검역 1일교사제』
를 실시하였
다. 이날 행사는 국립식물검역원 소개 및 식물검역 안내, 식물
검역 홍보 동영상 상영,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학기간동안 식물검역홍보도우미로 활동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식물검역 현장 체험”
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은 ’
07.11.1., 11.6. 2차에 걸쳐 사단법인 겨울
배추생산단체 협의회 소속단체 회원 80명에 대한“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회의실에서 식물검역 업무소개와 홍보비디오를 시청하고,
실험실 검사 및 현장 검사 등 식물검역 현장을 견학한 참가자
들은 식물검역에 대한 신뢰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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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한마음 혁신 연찬회”개최
인천공항지원은 ’
07.11.9. 무의도에서“식물검역 한마음 혁신
연찬회”
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지원 및 김포공항사무소 직원들은 무의도 해수욕장·
산림욕장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과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혁신을 결의 하였다.

멘토·멘티“한마음 HOF미팅”실시
인천공항지원(지원장 민주석)은 ’
07.12.11. 인근 식당 및 호프집
에서 속초, 국제우편사무소를 포함한 지원 멘토·멘티 12명
을 초청하여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한마음 HOF미팅”
을
실시하였다.
멘토와 멘티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멘토링 활동을 격려
하기 위하여 마련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행사
에서 신규직원들인 멘티들은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민주석지원장은 검역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멘토·멘티에게 당부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이전 및 현판식
인천공항지원 국제우편사무소(사무소장 김원국)는 2007. 12.
11.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개국 및 유관기관 합동 개청에 맞춰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중부지원 소속이있던 우체국출장소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시 중구 운서동 화물터미널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전 후
직제개편과 기간명칭 변경에 따라 인천공항지원의 국제우편
사무소로 개편되면서 거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공항지원장
및 중부지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새로 개국한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자동화시스템과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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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합동근무로 식물검역업무도 ONE-STOP시스템이 가능하여 전국 항공소포의 식물검역대상을
종전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검역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성관광 및 화물열차운행 개시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사무소장 김규호)에서는
’
07.12.5.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 관광과 더불어 ’
07.12.11일
문산역과 북측의 봉동역 사이를 잇는 화물열차의 운행 개시에
따라 식물검역을 시작하였다.
화물열차는 문산과 판문역 사이의 16.5km구간을 전동차를
포함한 12량 화물열차가 매일 1회씩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고,
육로를 통한 개성관광은 약 400여명의 여행객이 도라산CIQ
를 통하여 입경한다. 주요 휴대수입품목으로는 건버섯, 건고사리 등 건조농산물이다.
연중무휴 개성관광과 더불어 도라산CIQ 운영시간이 ’
08.1월부터 07시부터 23시까지 운영될 예정
이라 검역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출농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수출 농가 교육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사무소장 김양호)는 2007. 12. 20.
농산물유통공사 강원지사와 공동으로 강원도내 파프리카
수출 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강원도 각 시·군 수출업무 담당자
등 42명을 대상으로 수출농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금번 컨설팅은 한국산 농산물 안전성 교육, 수출농산물 검역,
수출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출농산물 교육은
대일 파프리카의 수출현황, 일본에서 처분된 검역병해충,
농산물 수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이 이루어
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파프리카 수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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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
실험실 환경개선사업 실시
중부지원(원장 김후동)은 10월5일부터 10일에 걸쳐 6일 동안 실험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식물검역원의 실험실 모델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실험실 5개소(병리, 해충, LMO, 수종분석실 및
전자현미경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원·지원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개선점이 확보되었다.
수종분석실 공기정화시설완비에 의한 인접 민원실 환경 획기적 개선
실험대·작업대 교체, 재배치 및 개수대 풋스위치 설치로 동선단축
및 인체공학적 기능추가에 의한 검사효율 제고와 아울러 검사자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시약장, 책장 및 초자보관장 설치 등에 의한 물품별 수납공간 확보
병리 및 해충실험실 천정 할로겐램프 추가로 정밀검사 효율 제고
및 검사자 시력보호
바이러스/LMO실험실 확장 및 중앙실험대 재배치에 의한 검사
공간 분리로 교차오염 가능성 제거
벽 도색작업 및 바닥 리놀륨 교체에 의한 쾌적한 검사환경 조성
전기 배선 정리 및 실험장비 재배치에 의한 효율적 검사 동선 구성
실험실마다 전자 도어락 설치에 의한 보안확보

인천항 식물검역 현장체험 실시
중부지원(원장 김후동)은 상반
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식물검역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참여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 1년 동안
45회에 걸쳐 농협조합원 및
농업인단체 등 1,478명에 대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28회 848명 보다
174%가 증가하여 현장체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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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행사는 홍보 DVD 상영, 실험실 검사과정 소개, 주요 외국 농산물 표본 관람, 생식물 및 곡류
검사과정 참여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실 장비 및 PDA 등 첨단장비를 사용한 빈틈없는
검역시스템에 신뢰를 보였고 외국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식물검역 1일 교사제 활동
중부지원(원장 김후동)은 기관홍보의 일환으로‘식물검역 1일
교사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농업관련 대학생 및 잠재적 홍보효과가 큰
초등학생에게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2회에 걸쳐 1,760명에 홍보
하였으나 올해에는 8회 2,213명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12일에는 농학계열 전공자인 국민대학교 임산공
학과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안내 프레젠테이션(자체
제작 파워포인트), 식물검역원 특별채용 안내, 홍보 DVD 상영 등 식물검역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 대학생들은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채용 관련 질문이 많아 식물검역원 취업
희망을 보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검역관이 직접 찾아가서 유익한 식물검역정보 및 안내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금요 혁신 학습세미나 실시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원장 김후동)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08:30~09:00 동안 원활한 식물검역과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물검역혁신 차원에서 모두가 바쁜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금요 혁신 학습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서무 업무를 비롯하여 검역 업무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학습보다 직원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 현장 검역시 필요한 업무 통일 사항 및 검역적 노하우 등의 정보를 각 담당계에서 전 직원에게
제공·공유하여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하여 중부지원으로 주로 수입되는 원목 검사시 착안해야 할 참나무역병 검역관련
조치사항, 검사장소의 지정 및 화물관리 방법 개선, 묘목류 검역시 유의사항, 생식물류 소독관련 착안
사항,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방안 위한 전달사항 및 개인별 업무실적 관리 철저 등을 교육하였다.

72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지·출장소 소식

인천항 검역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원장 김후동)은 10월16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검역2과 회의실에서 인천항 검역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외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전염병 원인체, 병해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역기관간 상호협조와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노력 필요와 검역기관의 위상제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한층 더 나은 검역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세계 검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역분야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검역기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아래와 같이 긴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주요 전염병과 과실파리류 등 병해충의 발생동향·검역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유에 노력한다.
검역기관은 타 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업무 수행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홍보·안내 등에 상호 협조한다.
중요 검역사항 발생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상호 협조하고 검역업무 발전과 검역기관 위상 제고에
공동 노력한다.
검역기관의 행사 및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장비 사용 등에 상호 협조한다.

한마음 혁신연찬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장(김후동)은 11월 23, 24일 이틀에
걸쳐 충남 아산에서 지원 및 사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혁신연찬회’
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검사장소 지정 및 관리 개선
방안, 검사방법 개선방안 등 3개의 분임으로 학습토론회를 비롯하여 현장체험 활동으로 화성 파프리카
농장 및 아산 배 선과장을 방문하여 수출촉진 식물검역 컨설팅을 하였으며, 피나클식물원에서의 수입
식물 병해충방제 및 지도, 영인산휴양림에서의 수목명찰 달아주기 및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을 하였다. 또한, 혁신활동으로 지소 혁신활동 우수자(PDA 사용실적, 혁신등재점수)에 대한 시상,
체육대회 및 레크리에이션 등 내부고객 만족과 직원간의 화합·단결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번 혁신연찬회는 직원들에게 시행규칙 개정 등 학습교육 및 토론회, 수출 식물검역컨설팅 등 현장
체험을 통하여 직원 화합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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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화성 수출포도 평가회 실시
중부지원 안양사무소(소장 정채문)는 11월 30일 화성시 농업
기술센터에서 수출관련기관과 포도 생산자단체 등 16명이 참석
한 가운데‘2007년 화성 수출포도 평가회 및 2008년 수출 확대
방안’
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에는 수확기간 중 계속되
는 강우로 인해 열과피해 등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어 전년도
보다 수확량은 약 40%정도, 수출량은 약 39%정도 감소되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우수한 품질의 포도 수출을 위하여 포도 재배
단지 전 농가가 재배 및 선과과정에서 병해충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안양사무소 및 대미 화성 수출포도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고품질의 포도
를 생산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수출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지원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장(김후동)은 12월 27일 검역2과장,
조사분석과장, 5개 사무소장 및 직원 20명과 함께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우리지원 및 5개 사무소에서는 아침 새벽에 청사를 출발하여
소원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태안군에서 준비한 방제복, 장화,
흡착포, 호미, 자루 등을 지급 받아 소원면 소근진항의 오염된 기름 제거 작업을 지원하였다.
중부지원장 일행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갈, 모래, 뻘 등에 부착된 원유
를 제거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태안 주민과 자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하였다. 하루의
봉사활동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귀청하였지만 추후 성금모금 등으로 복구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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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영남지원의 날』
행사 개최
영남지원(지원장 하동호)은 ’
07.12.21.~22.(2일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베네치아 산장에서 지원 및 사무소 직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영남지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 중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장과의
대화는 허심탄회하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선보였으며, 직원화합을
위한 초청강사의 포크댄스 특강, 각 과별·사무소별 장기자랑,
어울림 한마당과 팀 대항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전 직원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 직원의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임하는 자성대사무소장
(이의수)의 퇴임식을 겸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다.

학습동아리 활동『학습의 향기』
발간
영남지원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각과 및 사무소별로 식물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12개를 조직 운영하였다. 특히
학습동아리 활동 성과물 가운데 현장검역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을 엄선하여『학습의 향기』
라는 제목으로 책자 100
부를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B5 134페이지 분량으로 양면칼라인쇄로 제작되었으며,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주요 생과실 및 생채소류의 현장검사 노하우(Advanced Knowhow &
Check -point), 검역 현장에서의 각종 목재류 수종확인 방법(목재술사의 FM)과
간단한 미소해충 표본제작 방법 및 현장에서 주로 검출되는 해충의 분류동정
방법(신속 정확한 분류동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생생한 현장검역 사진을 수록하고 그 간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문분야별 식물검역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일선 검역관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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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방문단의『식물검역 체험행사』
참여
영남지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식물
검역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1
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부, 무역부, 법무부, 관세청 간부 등
정부 방문단 10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원의 식물검역처리시스템(QIPS)을 중심으로 업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최첨단 검역장비를
확충한 병해충 실험실과 표본실을 견학하고,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주요 과실·채소 등 실물표본 130여점을 관람하는 등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방문단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을 기반
으로한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과 PDA를 이용한 실시간 업무처리 시스템 및 최첨단 검역장비과 우수한
검역인력을 확충한 대한민국 식물검역제도를 발전 모델로 삼아서 자국의 식물검역업무처리시스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바나나 현장검역 강화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바나나는 ’
03년 이후 매년 검역
처분(소독명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철 바나나
비수기에는 생산현지에서 세척 및 선별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난 11월부터 영남지원에서는 현장
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델몬트와 진원무역에서는 청산(HCN) 소독창고를 건립하여 소독명령된 바나나를 전량
청산소독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델몬트의 경우, 수입원가 절감을 위하여 정밀(고압살수)세척을 하지
않은 일반세척품이 수입되고 있어서 소독비율이 51% 증가(수량 기준23% → 74%)하였고, 돌코리아는
지난 11월부터 새로운 소독 약제인 VAPOMATETM (SF-404)를 처리한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남지원에서는 현장검사 전문 검역관을 2인
1조로 편성 종일 배정하고, 창고 적재계획서를 받아 정확한 표본추출을 하는 등 빈틈없는 검사를 수행
함으로써 검역처분율을 대폭 높이고 있으며, 소독물량 급증에 따른 부실소독 방지와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개방 시 소독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VAPOMATETM(SF-404) : Ethyle Formate가 CO2에 용해된 약제로써 수출국에서 바나나 비닐 포장시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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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전용 컨테이너 검사실 설치
영남지원은 수출입식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전천후 검사가 가능
하도록 ’
07년 12월 부산신항에『식물검역전용 컨테이너 검사실』
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검사실에는 검사대 및 실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냉·난방시설을 구비하여 전천후 수출입식물 현장검사가 가능
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식물검역 고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현장검사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식물검역전용 컨테이너 검사실』
이 설치됨에 따라 우천, 혹한,
강풍 등 수출입식물 현장검사시 기상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도 신속
하고 정확한 현장검역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해공항사무소 청사이전
김해공항 제2단계 확대계획에 의거 추진된 국제선여객터미널이
개장됨에 따라 지난 11월 1일에는 우리원의 김해공항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이번에 이전한 신청사는 국제선 청사 1층에 총면적 319.08㎡를
확보하여 구청사보다 2.5배가 넓어지고, 기존 화물청사에 있던
실험실을 신청사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실 72.16㎡을 별도로 설치·운용함으로써 식물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국제검역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해국제공항사무소는 중국·일본 등 10개국 30개 노선으로 취항
하는 1일 37편 여행객 4,500~5,000명의 휴대식물검사와 항공화물로 반출입되는 수출입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4일에는 영남지원장과 부산에 소재한 사무소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였
으며, 하동호 지원장은 철저한 식물검역과 더불어 대국민 친절봉사의 자세로 세계일류의 식물검역
구현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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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천 딸기 인도네시아 최초 수출
구미사무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경북 안동시 풍천 친환경 딸기
작목반(회장 최상길)에서 생산된 딸기 320kg에 대하여 수출식물
검사를 마친 다음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였다.
이번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한 딸기는 작목반 20농가 20ha의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육보와 설향 품종으로써
앞으로도 약 20여톤을 항공으로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가격 또한 국내 시판가보다 kg당 3,000원을 상회하는 13,000원/kg으로 다양한 판로 확보와
농가소독 증대도 기대된다.
이날 수출 축하행사에는 안동시 유통특작과장(김한철) 등 지역 농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순
사무소장의 수출식물검역 요령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수출식물검사 장면이 TBC 대구방송 프라임
뉴스에 보도되었다.

『일심재활원 봉사활동』
으로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
대구국제공항 내 3개 검역기관인 국립식물검역원 대구사무소,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구사무소는 2006년부터 매 분기별로『일심재활원』
에서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
하고 검역기관 간 침목을 도모하여 왔다.
사회복지법인 일심재활원은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인의 재활·보호에 관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
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65년 성요한재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35명의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국립식물검역원 대구사무소 직원들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일심재활
원의 화단 등 생활환경 정리, 주방청소 및 식사준비 보조, 크리스마스 등 연말 행사준비를 위해 장애
우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고 내부 장식도 돕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며 후원금도 전달
하였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봉사 활동은 일상생활로 바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잠시
나마 봄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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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무소 ’
07년 추계 민원 및 근무환경 개선 심사결과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
내부 및 외부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환경기반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한 2007년 추계 민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심사에서 울산사무소가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었다.
울산사무소는 출입구에 울산항으로 수출입되는 식물류를 중심으로 실물표본 전시장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사무실 내부에는 우리 직원 손수꾸민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가습 기능을
갖추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를 통해 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였고, 직원 간의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으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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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
1사1촌 주민 초청 식물검역 현장체험
호남지원(지원장 홍종열)에서는 12월 12일 1사1촌으로 맺어진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와우마을
박능열 이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식물검역 현장체험’
을 실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물검역 안내
(홍보용 비디오 상영), 식물검역의 주요 업무 및 절차 프리젠테이션,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된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실험실을 견학하여 첨단 검역장비
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식물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였으며 부두의 원목 소독현장 견학과 곡류모선에
승선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궁금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답변
해줌으로써 식물검역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더불어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두터운 정을 쌓았다.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개최
호남지원(지원장 홍종열)는 10월 24일 군산항의 수출입식물
검역과 관련된 검사 불편·불만사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를 2차 개최
하였다. 위원회는 검사 불편·불만 해소를 위한 혁신 추진
사항인 현장검사 예약제실시, 특별 근무반 편성,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지원장은 식물검역 검사시 부조리 및 불편·불만이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이 후 업체별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이날 위원회 개최로 민관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체제를 구축
하고 검역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검사 불편·불만 사항을 지속적
으로 해소키로 하였다.

미동식물검역소 현지검역 담당관 대미배 수출단지
현지조사
호남지원(지원장 홍종열)는 10월 17일 미동식물검역소 현지 검역
담당관 Paul McGowan, 아시아무역 담당관 Wilmer S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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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농무관 Sndy Ball과 함께 대미배 수출단지인 고창배영농조합 선과장 및 과원을 돌며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고창 배단지의 시설현황, 수출계획 등 수출단지 현황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원료반입 및 투입후 선과, 포장, 저온저장고 보관까지의 선과현장을 조사하였다. 이후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과원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점검하였다.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관련 규정 설명회 개최
2007년 10월 3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2008년 1월 1월부터 LMO법률 및 통합고시가 발효되어 국내
로 수입되는 종자 및 원형상태의 사료용(곡물)은 농업용 유전
자변형 생물체의 국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호남지원
(지원장 홍종열)에서는 12월 13일 곡물류 수입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정의, 국경감시 배경 등 LMO에 대한 일반
적인 내용과 국경검사 대상, 방법,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생략방법, 처분과정 등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경검사 실시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의 설명회는‘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경
감시’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7년 한국산 수출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호남지원 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상희)는 2007년 한국산 배 선과종료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나주
시농업기술센터, 나주배원협, 수출업체, 수출단지 대표농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07년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배 소비자 반응과 선과과정
중 문제점, 개선사항을 발굴함과 동시에 2008년 Marketing 공략방법과 효율적 단지운영을 논의
하고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의 병해충방제, 선과요원 관리, 수출 배관련 검역규정을 협의함으로서
2008년산 한국배 수출증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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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식물검역 연구자원 표본, 영구보관 표본실 마련
제주지원(지원장 강익범)은 식물검역 연구자원인 병해충·잡초표본이 외부환경 요인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표본분류 배치, 영구보관 가능한 표본실(44.12㎡)을 마련하였다.
표본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표본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자동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습 효과가 뛰어난 천연 목재(삼나무)를 이용 환경친화적으로 내부마감 처리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소장하고 있는 곤충표본(261종
2,426점), 식물 표본(235종, 284점)등을 체계적인
분류 보관을 위한 모빌렉 표본장을 구비하였다.
앞으로 검사현장 및 예찰조사 등에서 채집된 병해충
표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유용한 연구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날아갈 계획이다.

입체적인 식물검역홍보의 장, 홍보관 개관
제주지원(원장 강익범)은 ’
07.11.26. 새로운 식물검역환경 변화와 검역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입체적
식물검역홍보 및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한 식물검역홍보관 마련하여, 본원( 임재암 검역기획과장),
청사입주기관 (대표 제주체신청장, 국립제주검역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지원(식물
검역발전협의위원 등) 등 내빈 30명 초청, 개관식을 하였다.
홍보관(62㎡)에는 식물검역 연혁, 요건, 외래병해충 피해사례, 수출입품목·외래 곤충·잡초표본
등을 전시하여 관람자가 한눈에 식물검역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각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새로운 검역정보 제공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하였다.
식물검역홍보관은 식물검역
1일교사제, 현장체험 홍보
행사 등과 연계하여 대 국민
홍보의 장으로 지속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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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장소 소식

『제10회』
제주농업전람회장 식물검역홍보관 설치 운영
제주지원(원장 강익범)은 ’
07.11.2~6일까지 제주월드컵경지장
(서귀포시)『제10회』
농업전람회장에 국민과 함께하는 입체적
홍보로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식물검역홍보관 설치 운영하였다.
식물검역홍보를 위한 수출입품목(40종), 수입금지열대과일
액침표본(16종), 국내외 곤충표본(16상자), 외래병해충피해
식물·외래잡초·격리재배 대상 과수류 등(14품목) 실물
위주로 전시하여 관람자가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산 감귤 대미 수출재개와 관련 리후렛 자체 제작(1,000매)하여 전람회 일부행사 진행된
『제12회』
제주농업인의 날(11.4)에 도내 19개 농업인단체 및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등 800
명을 대상 홍보결과 참석자들로부터 제주생명산업인 감귤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량 증대를 위한
식물검역원의 대외검역협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고객과 함께하는 식물검역홍보전시회
국립식물검역원 제주공항사무소(소장 김범준)에서는
’
07.11.7~16일까지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탑승동에서
리후렛 배부·식물검역안내 홍보활동과 함께 곤충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전시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균형
유지는 물론 농업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식물검역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고 또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국립식물검역원제주지원과 제주공항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곤충 및 국내산
곤충 430여종과 함께 식물검역홍보용 화판 8개가 전시 되었으며 ’
08년에도 전시할 계획이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83

15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자 전미연
열린책들
정가 9,800원

책소개 _ 파피용
태초에 바람이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위력적인 바닷바람.’
베르베르의
『파피용』
은 이렇게 바람처럼 서늘하고 우아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개미들의 세계, 인간 두뇌
의 비밀, 그리고 이번에는 저너머 우주로. 베르베르의 글과 뫼비우스의 그림이 만나 한 편의 아름다운
SF소설이 탄생했다.
최근영화감독으로 데뷔, 그 무한한 상상력과 재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던 베르베르가 이번에는 우주
로 시선을 돌린다. 과학과 문학을 결합시키는 그의 탁월한 재능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 프랑스 현지
에서는 작품 속의 가설들을 바탕으로 우주선을 제작하기 위한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다. 한번 책장을
넘기면 끝까지 빠져들 수밖에 없는 특유의 강한 흡인력을 보여주는 작품

저 자 _ 베르나르 베르베르
일곱 살 때부터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타고난 글쟁이이다. 1961년 툴루즈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 언론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별들의 전쟁> 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 유포리 Euphorie를 발행했고, 이후 올더스 헉슬리와 H.G. 웰스를 사숙하
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다. 대학졸업 후에는 르 누벨 옵세르 바퇴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1년 120여 회의 개작을 거친‘개미’
를 발표, 이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떠올랐다. 이후에도‘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타나토노트’
,‘여행의 책’
,‘아버지들의 아버지’
,‘천사들의 제국’
으로 짧은
기간내에 프랑스에서는 물론(프랑스에서만 총 500만 부 판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중의
한 명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의 작품은 이미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5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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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실적
2007.10.1.~12.31. 현재

구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1,564

104

873

122

1,257

계

88

1,481

99

868

81

942

곤 충 류

79

1,448

82

818

62

870

응 애 류

1

1

2

3

3

3

선 충 류

6

15

10

34

15

68

달팽이류

2

17

5

13

1

1

해 충

소

병

비검역병해충

108

계

병

잠정규제병해충

검출종수

총

해 충

규제병해충

분

소

계

20

83

5

5

41

315

진

균

7

18

4

4

32

305

세

균

1

3

-

-

-

-

바이러스

9

59

-

-

-

-

잡

3

3

1

1

9

10

초

●’
07.10.1~12.31.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출

● 잠정규제병해충 104종 873건 중 해충이 99종

된 병해충은 총 334종 3,694건이었고 규제병

(95%) 868건(99%)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5종

해충은 108종(32%) 1,564건(42%)이었으며,

(5%) 5건(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

잠정규제병해충은 104종(31%) 873건(24%),

(818건 9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비검역병해충은 122종(37%) 1,257건(34%)

34건, 달팽이 13건, 응애 3건이 검출되었고

이었다.

병의 경우 진균 4건, 잡초 1건이 검출되었다.

● 규제병해충 108종 1,564건 중 해충이 88종

● 비검역병해충 122종 1,257건 중 해충이 81종

(81%) 1,481건(95%)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0

(66%) 942건(75%)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41종

종19%) 83건(5%)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34%) 315건(25%)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448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곤충(870건 9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달팽이 17건, 선충 15건, 응애 1건이 검출되었고

선충 68건, 응애 3건, 달팽이 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18건, 바이러스 59건, 세균

병의 경우 진균(305건 97%)이 대부분을 차지

3건, 잡초 3건이 검출되었다.

하였으며 잡초 10건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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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총괄)

기간 : ’
07.1.1 ~ 12.31.

검 역 량
구

분

단위

2007 (A)

검 사 결 과(2007)

2006

전년대비
(%)

소 독

폐기·
반송

계(B)

처분비율
(%)
B/A

건수

건

217,852

200,309

109

39,557

1,716

41,273

19

곡류,특작류 등

톤

47,074,723

39,335,317

120

1,981,011

11,316

1,992,327

4

목재류

천㎥

8,161

7,804

105

6,491

-

6,491

80

묘목, 구근류 등 천개

4,402,749

997,162

442

10,946

2,319

13,265

0.3

총계

건수

건

49,674

54,651

91

14,757

14

14,771

30

곡류,특작류 등

톤

316,373

238,679

133

6,183

21

6,204

2

목재류

천㎥

87

15

580

22

-

22

25

묘목, 구근류 등 천개

766,219

65,828

1,164

1,020

2

1,022

0.1

수출

건수

건

168,178

145,658

115

24,800

1,702

26,502

16

곡류,특작류 등

톤

46,758,350

39,096,638

120

1,974,828

11,295

1,986,123

4

목재류

천㎥

8,074

7,789

104

6,469

-

6,469

80

묘목, 구근류 등 천개

3,636,530

931,334

390

9,926

2,317

12,243

0.3

수입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포함)

수출입식물 검역실적(화물)

기간 : ’
07.1.1 ~ 12.31.

검 사 결 과(2007)

검 역 량
구

총계

수출

수입

분

단위

2007 (A)

2006

소 독

폐기·
반송

계(B)

건수

건

211,519

196,005

108

39,554

1,701

41,255

20

곡류,특작류 등

톤

22,843,704

22,223,659

103

1,980,934

11,207

1,992,141

9

목재류

천㎥

8,161

7,804

105

6,491

-

6,491

80

묘목, 구근류 등 천개

269,193

268,796

100

10,946

2,064

13,010

5

건수

건

49,627

54,651

91

14,757

14

14,771

30

곡류,특작류 등

톤

316,373

238,679

133

6,183

21

6,204

2

목재류

천㎥

87

15

580

22

-

22

25

묘목, 구근류 등 천개

59,669

65,828

91

1,020

2

1,022

2

건수

건

161,892

141,354

115

24,797

1,687

26,484

16

곡류,특작류 등

톤

22,527,331

21,984,980

102

1,974,751

11,186

1,985,937

9

목재류

천㎥

8,074

7,789

104

6,469

-

6,469

80

묘목, 구근류 등 천개

209,524

202,968

103

9,926

2,062

11,988

6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방제용해충) 미포함

86

전년대비
(%)

처분비율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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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주요품목 검역실적(화물)
2007.(A)
식 물 명

백미

수

단위

톤

검역처분
건 수

수 량

163

161,352

5,550

수 량

주요
상대국

비율
(%)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3

57

89,640

286

180

북한

마늘

톤

761

7,851

0

0

353

989

216

794

북한

천개

409

1,918

2

0

217

1,093

188

175

일본

팽이버섯

톤

812

1,605

2

0

584

645

139

249

일본,괌

바나나

톤

121

622

0

0

90

586

134

106

북한,러시아

느타리버섯

톤

764

359

0

0

570

68

134

529

괌,싸이판

181

452

0

0

245

1,004

74

45

일본

239

639

0

0

334

912

72

70

괌,싸이판

천개

431

10,076

0

0

632

15,804

68

64

일본

천개

307

4,375

0

0

506

5,425

61

81

네덜란드

메론

톤

장미절화
선인장묘
양배추

톤

201

4,988

439

9

33

620

609

804

중국

마늘

톤

585

20,388

1,057

5

145

14,375

403

142

중국,북한

주정박

톤

620

174,959

13,115

7

196

57,160

316

306

인도네시아

백합구근

천개

459

26,144

312

1

162

19,669

283

133

칠레

자몽

톤

292

5,994

1,485

25

117

2,251

250

266

미국

솔송나무원목 천㎥

입

대비(A/B, %)

2006.(B)

심비디움묘

출 카네이션절화 천개

수

기간 : ’
07.1.1 ~ 12.31.

1,457

436

1,113

4,099

천㎥

817

천㎥

234

카네이션절화 천개

263
322

양벚

톤

SPF각재
칠레송각재

435 100

748

233

195

187

러시아

2

0

588

1,295

189

316

미국

161

1

0

440

59

186

274

미국,캐나다

91

6

7

127

58

184

158

칠레

8,749

414

5

146

6,960

180

126

중국

37,156

2,532

7

183

29,776

176

125

중국

콘컵

톤

상추

톤

449

5,770

927

16

256

3,475

175

166

중국,미국

생강

톤

450

12,062

1,120

9

265

6,303

170

191

중국

포도

톤

1,426

27,800

224

1

848

17,184

168

162

칠레

1,309,794 119,034

9

573

1,131,950

157

116

미국,중국

5

422

21

157

168

중국

콩

톤

902

삼나무각재

천㎥

663

수국절화

천개

384

330

7

2

254

164

151

201

네덜란드

계피

톤

298

2,275

75

3

408

3,419

73

67

중국,베트남

코프라박펠렛

톤

192

375,843 271,207

72

268

393,060

72

96

말레이지아

건고추

톤

242

7,996

401

5

340

8,507

71

94

중국

산스베리아묘 천개

681

25,222

2,423

러시아송원목 천㎥

354

521

4,014

35

2

10

960

37,231

71

68

말레이지아

520 100

504

683

70

76

러시아

78,147 74,660 96

6,378

125,206

63

62

미국

오렌지

톤

수초묘목

천개

206

114

1

1

391

194

53

59

중국,일본

목화씨

톤

393

52,526

6,938

13

1,082

133,449

36

39

중국

양파

톤

252

14,447

306

2

844

55,855

30

26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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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88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영남지소 양산출장소

농업서기

박상구

중부지원

10.26

영남지소 김해공항출장소

농업주사

이건중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10.30

인천공항 검역1과

농업주사

김정중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11.30

인천공항 검역1과

농업주사

조종희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11.30

인천공항 검역1과

행정주사

신연석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11.30

인천공항 조사과

농업주사

박인탁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11.30

인천공항 조사과

농업주사

이한진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11.30

인천공항 조사과

농업주사

이호기

인천공항 조사분석과

11.30

인천공항 고성출장소

농업주사

허종영

인천공항 속초사무소

11.30

중부지소 국제우체국

농업주사

김원국

인천공항 국제우편사무소

11.30

중부지소 국제우체국

농업주사

전창석

인천공항 국제우편사무소

11.30

중부지소 국제우체국

농업주사보

윤관식

인천공항지원

11.30

중부지소 국제우체국

농업주사보

이정혜

인천공항지원

11.30

중부지소 국제우체국

농업서기

박상구

인천공항지원

11.30

중부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조규황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1.30

중부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문희중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1.30

중부지소 검역2과

농업주사

주용범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1.30

중부지소 검역2과

농업주사

이만휘

중부지원 검역1과

11.30

중부지소 검역2과

농업주사

이동선

중부지원 검역1과

11.30

중부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김범술

중부지원 검역2과

11.30

중부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김명현

중부지원 검역2과

11.30

중부지소 조사과

농업주사

조태현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1.30

중부지소 조사과

농업주사

권순일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1.30

중부지소 조사과

농업주사

이예희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행정주사

고명옥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김무영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최윤희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김성욱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김상욱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1.30

영남지소 검역2과

농업주사

곽병택

영남지원 검역1과

11.30

영남지소 검역2과

농업주사

강연주

영남지원 검역1과

11.30

영남지소 검역1과

농업주사

박무준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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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영남지소 조사과

농업주사

이용현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1.30

영남지소 조사과

농업주사

안희동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1.30

호남지소 목포출장소

농업주사

서용선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11.30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이주희

농림부 농촌정책국

12.6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황진원

농림부 국제농업국

12.6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농림부 국제농업국

12.6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행정주사

문경숙

서무과

12.17

호남지원

행정주사

정창원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2.17

서무과

행정주사

김태진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2.17

제주지원

행정주사

김완수

호남지원

12.17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고명옥

제주지원

12.17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용기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2.17

제주지원

행정주사보

남동일

서무과

12.17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서기

이유희

제주지원

12.17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

문희중

인천공항 속초사무소

’
08.1.1

방제과

농업주사

허만환

영남지원 검역2과

’
08.1.1

검역기획과

농업주사

김재두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
08.1.1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농업주사

김정중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
08.1.1

영남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

김문식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
08.1.1

호남지원

농업주사

나진호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
08.1.1

중부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

김범술

남부격리재배관리소

’
08.1.1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

조규황

방제과

’
08.1.1

인천공항 검역2과

농업주사

양태경

인천공항 운영지원과

’
08.1.1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

주용범

인천공항 검역1과

’
08.1.1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농업주사

정운진

인천공항 검역2과

’
08.1.1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주사

김근배

인천공항 검역2과

’
08.1.1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농업주사

백종오

인천공항 검역2과

’
08.1.1

인천공항 검역2과

농업주사

김한일

인천공항 속초사무소

’
08.1.1

인천공항 검역2과

농업주사

권용우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08.1.1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

권순일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08.1.1

인천공항 검역1과

농업주사

김상일

중부지원 검역1과

’
08.1.1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농업주사

고권위

중부지원 검역2과

’
08.1.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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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중부지원 청주사무소

농업주사

남봉우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
08.1.1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농업주사

임재명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
08.1.1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이시원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
08.1.1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이혁인

중부지원 청주사무소

’
08.1.1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농업주사

박정현

영남지원 검역1과

’
08.1.1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농업주사

권용순

영남지원 검역2과

’
08.1.1

영남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임옥현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
08.1.1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

이용현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
08.1.1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윤경호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
08.1.1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농업주사

박성철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
08.1.1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농업주사

이광형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
08.1.1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농업주사

장서연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
08.1.1

인천공항 검역2과

농업주사

임정표

호남지원

’
08.1.1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농업주사보

박문규

중부지원

’
08.1.1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농업주사보

박춘규

호남지원

’
08.1.1

비고

_ 승 진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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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영남지원 검역2과

농업사무관

김병현

영남지원 검역2과

10.31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사무관

백동현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10.31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농업사무관

이정태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10.31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이혁인

위험평가과

12.20

인천공항 검역2과

농업주사

김한일

인천공항 검역2과

12.20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윤경호

중부지원 검역1과

12.20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농업주사

백종오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12.20

인천공항 속초사무소

농업주사

노병삼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08.1.1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주사

전재용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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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신규임용
직

급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행정서기보

김건태

서무과

12.18

행정서기보

이혜선

중부지원

12.18

비고

_ 휴 직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발령일

비고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농업주사보

최규성

’
07.10.17~

10.16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농업서기

김선이

10.22-’
08.10.21

10.16

직급

성 명

발령일

비고

중부지원

농업주사

허경구

12.31

의원면직

영남지원

농업주사

이의수

12.31

의원면직

_ 퇴 직
소 속

_ 해외출장
소 속

직 급

성 명

인천공항지원

농업주사보

손은호

중부지원

농업주사보

국제검역협력과
검역기획과

출 장 목 적

기 간

출장국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아 현지검사

’
07.10.1~’
08.1.2.

필리핀

윤창근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아 현지검사

’
07.10.1~’
08.1.2.

필리핀

농업연구사

임규옥

제40차 WTO/SPS 회의참석

10.14~10.21.

스위스

전산사무관

원유설

전자위생증 활용 국가 확대를 위한
NAPPO 회의 참석

10.21~10.28

캐나다

전산주사

심동욱

전자위생증 활용 국가 확대를 위한
NAPPO 회의 참석

10.21~10.28

캐나다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서기

김도남

전자위생증 활용 국가 확대를 위한
NAPPO 회의 참석

10.21~10.28

캐나다

방제과

농업주사

최춘태

USEPA & USDA 공동주체 MB 대체 및
방출감소 방법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참석

10.27~11.2

미국

중부지원

농업주사보

박상한

’
07/’
08시즌 태국산 망고 1차 현지검사

07.10.29-’
08.1.26
’

태국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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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기 간

출장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유창목

미국 플로리다산 감귤류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증명 이행상황 확인 현지조사

10.27-11.4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서기과

안영수

’
07년도 한-미 식물검역회의 참석

11.4-11.10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이기병

’
07년도 한-미 식물검역회의 참석

11.4-11.10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

신현경

’
07년도 한-미 식물검역회의 참석

11.4-11.10

미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구충환

’
07년도 한-미 식물검역회의 참석

11.4-11.10

미국

영남지원

농업주사

강연주

미국산 미탈각 호두 현지검사

11.2-12.21

미국

검역기획과

농업주사보

전대수

수출입 신고항목 국제표준화 및 화물
식별번호 제도 연구

11.6-11.15

중국, 벨기에

위험평가과

농업주사보

김지선

칠레산 생과실 현지조사

11.3-11.21

칠레

중부지원

농업사무관

서동식

평태항-연운항 카페리 취항 행사 참가

11.6-11.12

중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랑

이스라엘산 스위트 생과실 현지검사

11.11-11.26

이스라엘

인천공항지원

농업주사보

좌성민

이스라엘산 스위트 생과실 현지검사

11.23-12.20

이스라엘

남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주사보

남궁인숙

’
07.12.2-’
08.1.1

스페인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연구사

임규옥

중국 남경대 및 북경대와 토마토궤양병
연구협력 및 균주수집

’
07.12.9-’
08.12.15

중국

영남지원

농업주사보

정문권

이집트산 오렌지 현지검사

’
07.12.17-’
08.3.8

이집트

호남지원

농업주사

김만석

이집트산 오렌지 현지검사

’
07.12.17-’
08.3.8

이집트

호남지원

농업주사보

윤영관

’
08 1차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 현지검사

07.12.30-’
08.3.28
’

필리핀

제주지원

농업주사보

김형륜

’
08 1차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 현지검사

07.12.30-’
08.3.28
’

필리핀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이인환

제19차 USDA 기관내 연구포럼 참석

’
08.1.5-1.12

미국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흥식

제19차 USDA 기관내 연구포럼 참석

’
08.1.5-1.12

미국

위험평가과

농업주사보

백지현

뉴질랜드산 양벚 수출검역시스템 현지조사

’
08.1.12-1.17

뉴질랜드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스페인산 오렌지 현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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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지급기준 :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의 10%이내 포상금
(상한액/각 유형별 : 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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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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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