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연과 농업 식물검역원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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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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c@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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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정보지는
우리 모두가 꾸며야 합니다.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집시다.

국립식물검역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qs.go.kr)에도「식물검역정보」
를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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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임 사
정든 직장을 떠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검가족 여러분 ! 그리고 고객여러분!
이제 저는 정들었든 여러분의 곁을 떠나 한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백면서생에 불과했던
시골 청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에 입문한지도 어언 28년, 아직도 꿈과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덧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퇴직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검에서 근무한지 3년 7개월, 원장으로 재직한지도 2년5개월,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 직원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선배, 상사님들 그리고 항상
우리 식물검역원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수출입업계, 유관기관단체, 학계 그리고 농업인 등 모든 고객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저로 인해 혹시라도 마음 상했거나 섭섭했던 일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즐겁고 좋았던 일만 기억해주시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검가족 여러분 !
제 인생의 황금기를 공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내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 열정적
으로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좀 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
데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남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할 때는 세계일류 식물검역기관,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 그리고 모두가 화합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었지만 돌이켜 보니 무엇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만 지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일선 검역현장에서부터 본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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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따라 주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공직을
떠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삶을 위해 정들었든 여러분의 곁을 떠나올 때 그랬듯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친애하는 식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후배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는 클수록 높을수록 더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식물검역도 우리의 농촌
과 농업도 더욱 발전하게 되고, 공직을 떠나 있는 저에게도 무한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직에서 못 다한 작은 소망이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
하면서 여러분들과 식물검역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기쁨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과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립식물검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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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획특집
세계의 식물검역 규정 - 알바니아

1. 개 황
□ 알바니아공화국(알바니아어 : Republikae
.. ..
Shqiperise)은 동유럽에 있는 공화국으로서,
수도는 티라나임

○ 알바니아인들은 "검은 독수리의 나라"라
고 자칭함
○ 1994년에 EPPO에 가입

□경유

○ 알바니아를 경유하는 화물은 병해충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이 가거나,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에만 식물검역을 실시함
○ 화물은 병해충이 없거나, 밀봉 포장되거
나, 병해충 전파위험성이 없게 포장되어
야함

2. 일반 요건
□ 국립식물보호기관(NPPO)

○ 농업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식물보호국 (Directorate of
Plant Protection Service)
□ 수입금지

○ 검역병해충(List A)에 오염된 식물 및
식물성산물
○ 위험병해충(List B)에 심하게 오염된 식
물 및 식물성산물
□ 수입항

○ 모든 규제물품은 Ministry of Interior
및 Ministry of Transport and
Foreign Trade가 승인한 특정한 통관
소를 통해 수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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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물품

○ 규제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 증식, 식재, 재배, 연구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매체에 심겨지거나 심
겨지지 않은 채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
체 그리고 야생 및 재배식물의 교잡종
의 뿌리 있는 식물

- 괴경, 구근, 근경
- 잎이 있는 절지 및 나무
- 장식용 절화, 건조식물 및 식물체의
일부
- 가공이 되지 않은 커피 및 차
- 의약용 식물
- 곡류, 밀가루, 마카로니 및 기타 식품
산업의 생산품

- PC에는 식물 및 병해충의 학명이 표
시되어야 하며, EU의 공식 언어들 중
의 하나로 수정사항이 없이 작성되어
야함
○ PC에는 화물에 검역병해충이 없으며,
특별한 요건이 있을 경우, 그 요건에 모
두 일치되었음이 표기되어야 함
☞ 예외

- 목재

다음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PC 없이
수입될 수 있음 :

- 토양 및 재배매체

- 소량의 신선과일

- 모든 단계의 곤충, 진균, 세균, 바이러
스, 바이러스유사병원체, 배양균

- 절화

- 목화, 삼, 아마 등

□ 수입허가

○ 일반적으로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수입시에는 수입허가서(IP)가 요구됨
○ 수입허가서는 알바니아 식물보호기관
(NPPO)이 수입무역업체에 발급함
□ 증명서

○ 일반적으로 알바니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는 식물위생증명
서(PC)가 요구됨
- 식물위생증명서(PC)는 수출 전 15일
이내에 수출국의 식물보호기관
(NPPO)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NPPO의 공식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여행객이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
반입하는 꽃

3. 품목별 요건
□ 재식용 식물체(종자, 구근 및 괴경 제외)에 대
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구근 및 괴경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종자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절화 및 절지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과실 및 채소류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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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진 목재류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네모지지 않은 목재에 대한 요건

○ 수입허가서(IP), 식물위생증명서(PC)
□ 수피에 대한 요건

○ 모든 분리된 수피는 수입금지
□ 토양/재배매체에 대한 요건

○ 토양 또는 기타 유기재배매체는 수입금지
□ 포장재에 대한 요건

○ 모든 포장재는 병해충이 없어야 함

검역병해충(List A)
해충(Pests)
Aphelenchoides besseyi
Bemisia tabaci
Cacoecimorpha pronubana
Ceratitis spp.
Cydia molesta
Frankliniella occidentalis
Globodera pallida
Ips spp.
Liriomyza spp.
Opogona sacchari
Parabemisia myricae
Parasaissetia nigra
Radopholus similis
Trogoderma granarium
Unaspis yanonensis
Viteus vitifoliae
Xiphinema americ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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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Bacteria)
Burkholderia caryophylli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insidiosu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sepedonicus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Erwinia amylovora
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Pantoea stewartii pv. stewartii
Pear decline phytoplasma
Potato stolbur phytoplasma
Pseudomonas syringae pv. persicae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Ralstonia solanacearum
Spiroplasma citri
Xanthomonas arboricola pv. pruni
Xanthomonas axonopodis pv. phaseoli
Xanthomonas vesicatoria
Xylophilus ampelinus
진균(Fungi)
Cochliobolus carbonum
Deuterophoma tracheiphila
Didymella ligulicola
Glomerella gossypii
Mycosphaerella dearnessii
Mycosphaerella pini
Phaeoisariopsis griseola
Phialophora cinerescens
Phoma exigua var. foveata
Phytophthora sojae
Stenocarpella macrospora
Stenocarpella maydis
Synchytrium endobioticum
Tilletia controversa

바이러스 및 유사유기체
(Viruses and virus-like organisms)
Arabis mosaic nepovirus
Beet curly top geminivirus
Cherry necrotic rusty mottle disease
Citrus tristeza closterovirus
Plum pox potyvirus
Potato spindle tuber viroid
Tomato ringspot nepovirus
기생성 식물(Parasitic plants)
Cuscuta spp.
Orobanche spp.

위험병해충(List B)
- 알바니아에 존재하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피해
를 끼치는 병해충
해충(Pests)
Acanthoscelides obtectus
Aceria sheldoni
Acrididae
Bruchus pisorum
Cacopsylla mali
Cacopsylla pyri
Ceroplastes rusci
Ditylenchus dipsaci
Ephestia kuehniella
Eriophyes phloeocoptes
Eriosoma lanigerum
Helicoverpa spp.
Hyphantria cunea
Lepidosaphes ulmi
Leptinotarsa decemlineata
Lymantria dispar
Meloidogyne spp.

Panonychus ulmi
Phthorimaea operculella
Pseudaulacaspis pentagona
Quadraspidiotus perniciosus
Sitophilus spp.
Tribolium confusum
세균(Bacteria)
Agrobacterium tumefaciens
Pseudomonas lachrymans
Pseudomonas savastanoi
진균(Fungi)
Colletotrichum lindemuthianum
Helminthosporium spp.
Peronospora hyoscyami
Phytophthora capsici
Phytophthora infestans
Plasmopara halstedii
Plasmopara viticola
Pseudoperonospora cubensis
Spongospora subterranea
Taphrina deformans
Tilletia spp.
Uncinula necator
Ustilago spp.
Venturia inaequalis
Venturia pirina
바이러스 및 유사유기체
(Viruses and virus-like organisms)
Citrus cachexia viroid
Citrus psorosis disease
Grapevine fanleaf nepovirus
Potato Y poty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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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검고시 개정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
검역요건 (식검고시 제2008-6호, ’
08.8.6.)
1. 과수원 요건
가. 대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
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
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C.
niponensis)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
촌진흥청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에 의
거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한국
을 방문하는 BAPHIQ(대만동식물방역검
역국) 식물방역관에게 이 병해충에 대한
방제일지를 제공한다.
다. 대만 수출용 배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
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
일 때부터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한다.
라. 국립식물검역원 및 BAPHIQ 식물방역관
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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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 다음 요령
에 따라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
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예찰트랩 종류 및 설치

(가) 트랩종류 : Z7-20-11Kt 유인제와
끈끈이 판이 부착된 Delta trap 또
는 Wing trap
(나) 설치시기 : 5월 31일까지
(다) 설치장소 : 기주 과실나무
(라) 설치높이 : 지상에서 1.5m
(마) 설치개소 : 과수원 면적 기준
○ 1ha까지 : 1개소
○ 1ha 초과 2ha 까지 : 2개소
○ 2ha 초과는 동일한 방법으로 트
랩설치 개소 추가
(2) 조사기간 및 간격

(가) 조사기간 : 6월상순부터 10월하순
까지
(나) 조사간격 : 조사기간 중 2주 간격
(3) 조사방법 : 예찰트랩에 부착된 복숭아
심식나방 개체수 조사

(4) 유인제 및 끈끈이 판 교체

(1)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농가등록 및 수출

(가) 유인제 : 2개월 단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배농

(나) 끈끈이 판 : 2주 간격

가 대표, 수출업체, 선과장 대표 및

(5) 전담 지도사는 예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며, 예찰결과 1개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농가에 예찰
결과와 방제방법을 통보하고, 인근 수출
농가에도 방제지도를 실시한다.
(6) 수출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전담 지도사는 농가의 방제기록을
수시 확인하는 등 기록대장을 관리하여
야 한다.

바. 수출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
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수출 선과장에 제
공하여 BAPHIQ 식물방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배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배
생과실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선
과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식물검역원(이
하“지원·사무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
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 요령에 의거 수출
농가를 등록하고 선과장에서 한국을 방문
하는 BAPHIQ 식물방역관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지원·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배농가의
행정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선과장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
를 거쳐 수출농가로 확정하고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한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장과
지원·사무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과장 및 지원·사무소는 각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통보 받은 수출농가 등록
대장을 선과장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2. 재배지 검사
가.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
일전, 복숭아는 10일전에 관할 지원·사
무소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 검사
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 검사신청을 접수한 지원·사무소
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농가별 재배
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식물방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과실 수확전까지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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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사무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
관으로 하여금 재배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재배지 검사는 과수원별로 엑스자(ｘ) 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 요령에 따라 실
시한다.
(1) 표본추출 : 과수원 면적 기준

○ 1ha까지 : 10주, 주당 20과(무작위),
총 200개 과실
○ 1ha 초과 1.5ha : 15주, 주당 20과,
총 300개 과실
○ 1.5ha 초과 2ha : 20주, 주당 20과,
총 400개 과실
○ 2ha 초과시는 0.5ha 기준으로 5주,
100개의 과실을 추가
(2) 표본으로 추출된 과실에 대해 복숭아심
식나방 감염여부를 육안검사 한다.
(3) 육안검사에서 복숭아심식나방 병징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4) 현장에서 해충의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라. 재배지 검사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
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재배지 검사를
중단한다.
마. 재배지 검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
되었거나“다”
항에 의해 불합격된 과수원
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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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연도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
킨다.
3. 선과장 요건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을 선별·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
년 4월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
여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 이후 시설이
보완되거나 신축된 선과장은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만 수출 선과
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원·사무소
장은 당해 선과장이 제1조사항 및 아항과
제3조나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선과장 코드번호를 변경하
지 아니하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
호를 부여한다.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
인된 후 선과장 구비요건에 부합되지 않
을 경우 지원·사무소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선
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선과장 구비요건
(1) 모든 과실은 수확시점부터 선과기간 동
안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5월부터 10월중에 선과작업을 하는 선
과장에는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선과장의 창문 및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 그리고 출입구는 에어
커튼, 고무커튼 또는 기타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선과장에는 과실 선별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병해충 이병과에 대하여 선별 및
검사에 필요한 조명장치와 검사대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각 선과장은 국립식물검역원이 실시하
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
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
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원·사무소
는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11호서

다. 선과절차
(1) 대만 수출용 과실을 저온 저장창고나 밀
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때에는 국내
시판용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과실을
완벽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2) 선과장의 선과 전문가는 대만 수출용
배 생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되기 전에
봉지 씌운 상태를 확인하여 봉지가 개
봉, 파손되거나 제거된 과실은 선과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식물방역관은 부
적합한 과실이 선과장에서 발견되면 이
를 수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선과장은 매일 선과 및 포장작업이 시
작되기 전후에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교

(4)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만 수출용 생과

육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는 교육

실 선과 및 포장작업을 다른 나라로 수

을 매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하거나 내수용과 동시에 실시하지 아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예 :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
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동 트랩
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니하여야 한다.
(5) 식물방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
하여야 한다.
(6) 선별된 과실은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매일 폐기·소각하여야 한다.

라. 선과장은 수출농가로부터 별지 제1호서
식의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을, 전담
지도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의 예찰기록, 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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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배지 검사결과를 제공받아 보관하
여야 하며, 방제·예찰 및 재배지 검사 기
록은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
관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포장재 요건
(1)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
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와“대만수출용
(To Taiwan)”
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To Taiwan
Name of Fruit
Code No. of Packing House

또는
To Taiwan
Name of Fruit
Name of Packing House

(2)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
지 운송하는 때는 1.6mm 이하의 천막
또는 비닐로 완벽하게 덮어야 한다.
(3) 이미 검사를 받은 과실을 보관하는 저
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 내
에 검사를 받지 않은 과실을 보관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대만 식물방역관 현지검사 요건
매년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선과장 그리고 수출검사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방역관의 파견을 국립식물검역원이
적절한 시기에 BAPHIQ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
립식물검역원의 초청 서신에는 제3조가항의 선
과장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국립식물
검역원은 추가된 선과장 목록을 지체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
식물방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5. 수출검사

(2)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
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사는 제4조에
의한 BAPHIQ 식물방역관의 현지조사 초
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한다.

사. 선과장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식물방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
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
다.

(1)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
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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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물방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검사 롯트

(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의로 추출
하여 상자내 모든 과실에 대해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검사 수량은 필요시 증가
할 수 있다.
라. 수출검사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식물방역관은 당해 검사
롯트를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당해 연도에 생산된
과실에 대하여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수출검사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은 복숭아심
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
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선과장에서 포장
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위생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
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지원·사무소 코드
번호-승인번호,
검사일자 : 월, 일, 년”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사. 검사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아니
한 화물에 대하여는 선적 전 재검사를 실
시한 후 식물위생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야 수출될 수 있다.
6. 수송중 안전 요건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
이 적용된다.
7. 수입검사
가. 수입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빈도는 대만
의“식물보호 및 검역법”및 기타 관련 규
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식물방역관이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한 식물위생증명서는 이 요건에 부합하여
야 한다.
다. 식물방역관이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요건에 부합되
지 아니하는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라. 수입검사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마. BAPHIQ는 수입검사 과정에서 복숭아심
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
원에 즉시 통보한다. BAPHIQ는 살아있
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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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모든 정보 및 당해 화물에 대해 발급
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국립식물검역
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8. 수출중단 및 재개
가.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
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당
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1회 받
으면 지체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중단 조치일 이전에 식물위생증명서가 발
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다.
다만, 화물에 대한 BAPHIQ의 검사는 더
강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이 발견된다면 제7조라항 및 마항이 적용
되어야 한다.
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
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에
BAPHIQ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조사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
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
립식물검역원은 BAPHIQ에 이 시스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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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식물방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
이 부담한다.
마. 수출중단 조치는 국립식물검역원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방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
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
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바. 국립식물검역원은 살아있는 복숭아심식
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
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8조가항
내지 제8조마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검역정보 <국내>
□ 한국산 파프리카 연내 호주 수출타결 가능성
높아

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호주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타스마니아산 양벚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병해충위험평가 절차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국간 전자위생증명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해
서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실제 운영
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08년 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 정례회의
에서 논의 -

국립식물검역원은 ’
08. 7. 20 ∼ 27일까지 호
주에서 개최된「 ’
08년 한·호주 식물검역전문
가 정례회의」
에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박창용
국제검역협력과장 등 5명의 대표단이, 호주측은
식물안전국장 등 6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국
산 파프리카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한국산
파프리카는 ’
06년 수출허용 요청 이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빠르면 호주측이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파프리카의 호주수출 요건은 생산농가 및 선
과장 등록, 포장상자에 등록사항 표시, 식물위
생증명서에 호주 검역병해충 3종(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없음 부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 감귤, 포도, 사과, 토마토, 메론
에 대해서는 파프리카 검토완료 후 수입위험분

□ 조·중생종 사과 및 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 길 열려
국립식물검역원은 대만 식물검역당국과 한국
산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협상을 통
해 지난 ’
08년 8월 6일 수출검역요건을 개정
하여 조·중생종 사과 및 복숭아의 대만 수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한국산 과실의 대만 수출을 위해
서는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예찰을 통해 유충
이 과실에서 최종 탈출하는 시기 이후부터 수출
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수출검역요건 개정
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수출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확시기가 빠른 조·중생종 사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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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 복숭아심식나방 유충 탈출시기 : ’
07년
11월 3일, ’
06년 10월 23일
또한 복숭아는 봉지를 밀봉되게 씌워 재배해
야 하나 재배농가들은 숙기 판단을 위해 수확기
에 봉지를 벗기거나 아래부분이 터진 봉지를 씌
워 재배함으로써 대만수출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봉지씌우기 요건을 삭제하여 수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출검사시기 제한
철폐와 복숭아 봉지씌우기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사과·복숭아 과수원에 대한 복숭아심식
나방 예찰과 수확전 재배지검사 등 수출검역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대만으로 과실을 수출할 농가는 사전에 자치
단체 또는 수출선과장에 수출농가로 등록을
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방제력에
따라 시기별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사과·
복숭아 수출농가는 과수원별로 전담지도사
지도에 따라 복숭아심식나방 예찰트랩을 설치
하고 전담지도사의 예찰결과 통보시에는 즉시
방제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수출선과장 선과전문가는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 반입시 배는 봉지씌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과과정에서 부패과 및 복숭아심식
나방의 피해여부를 면밀하게 선별해야 다른
과실 및 지역의 수출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농가, 전담지도
사, 선과전문가 등이 개정된 수출검역요건을 잘
이행하면 한국산 생과실의 대만 수출기간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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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2개월 이상 길어져 국내 과실수급안정은
물론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 해외여행객“생과일, 채소”불법 반입 기승
- 인천국제공항,“해외여행객 반입식물
검역 비상”지난 6월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가지과실파
리(Bactrocera latifrons)에 감염된 가지와
생고추가 검역과정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등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통한
외국산 생과일 및 채소의 불법반입으로 병해충
의 유입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처분된 생과일 및
채소는 '08년 1월 8,195kg(2,622건)이었으나,
6월의 경우 16,741kg(3,660건)이 폐기처분되어
지난 1월 대비 104%가 증가되었다.
품목별로 사과, 배, 양벚 등은 중국에서,
망고, 파파야, 맹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호두는 미국에서 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외국 과일들이 국내
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종류가 많아서 선물용
또는 호기심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이 과일들의
대부분은 수입 금지식물이므로 압수 폐기처분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
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금지식물
유입 우려지역의 여행객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여 휴대식물검역 업무를 강화하는 등
해외여행객들의 식물류 반입 자제를 위한 홍보
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안을 유도하는 한편, 몬트리올 협약 및 국제식
물보호협약 등 국제규범의 동향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국제식물보호협약, 메칠브로마이드 대체 및
감축방안을 권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은
’
08.4.7 ~ 11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식물검역목
적의 메칠브로마이드 대체 및 감축’권고문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메칠브로마이드는 지구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하나인 몬트리올
협약상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
한되어 있지만 식물검역상의 사용은 면제되어
왔다.

검역정보 <해외>

* 동 약제는 가스상태로 식물의 해충을 제거
시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훈
증소독 약제임.
본 권고문의 채택에 따라 166개 IPPC회원국
은 메칠브로마이드의 사용 및 배출감소를 위하
여 대체처리방법개발, 약제사용량 감축, 사용량
유지 및 보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메칠브로마이드 사용감축
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으로
베이포메이트, EDN 등 대체약제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수
출입업체, 방제업체 등에 대하여 열처리, 천적
사용, 훈증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체 및 감축방

□ 일본의 비검역병해충 추가지정
’
08.9.4일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중 비검
역병해충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169종에서 9종
이 추가되어 ’
08.9.11일부터 시행된다. (비검역
병해충은 총 178종 -병 21종, 해충 157종)
※ 178종의 비검역병해충 중에는 채소, 절화
등 비재식용 식물에만 검역대상에서 제외
되는 해충 8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식용
식물을 수출할 경우에 재배 및 수출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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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가지정된 일본의 비검역병해충 목록>

번호

학

명

영

명

한글명

국내분포

1

Thrips flavus

apple blossom thrips

아까시총채벌레

○

2

Diaspis bromeliae

pineapple scale

파인애플깍지벌레

○

3

Chrysomphalus dictyospermi

dictyosperma scale

귤깍지벌레

○

4

Melanaspis bromiliae

-

-

5

Tetranychus kanzawai

tea red spider mite

차응애

○

6

Cymbidium mosaic virus

necrotic spot

괴저점무늬병

○

7

Odontoglossum ringspot virus

-

8

Macrosiphum euphorbiae*

potato aphid

감자수염진딧물

○

9

Aphis craccivora*

balck legume aphid

아카시아진딧물

○

-

-

○

※ 표시된 해충은 채소, 절화 등 비재식용 식물에만 적용

□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수입제한

최근 칠레 일부지역의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신종 소
나무 역병(Phytophthora pinifolia)이 발생되었
다는 정보에 따라, 동 병원균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종자, 묘목 및 원목, 제재목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08.10.1일 선적분부
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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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칠레 전지역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의 종자·
묘목 및 원목·제재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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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병해충
소나무역병
(Phytophthora pinifolia)

○ 다만, 상기 수입제한 기주식물 중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은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하고 동 내용을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KD(건열처리) 또는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최소 30분 처리
② 약제침지처리 : 메타락실 엠(성분 48% 이상, 25㎖/100ℓ)을 포함한 약제
※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제2호(수입제
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 10. 1일 선적분부터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mediterranean fruit fly ; 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에서「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템」
에 따라 ’
08.8.28일
자로 지중해과실파리가 모두 박멸하였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 원에서 취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해제하였다.
해제 지역

제한조치일자
(박멸일자)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 딕손

’
07.9.24( ’
08.8.8)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세

’
07.10.17( ’
08.8.4)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Rolling
Hills, Rancho Palos Verdes

’
07.10.30
(’
08.8.13)

해제 대상식물

해제 사유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발생지역에 대한
박멸활동으로
연속 3세대 이상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

○ 적용시점 : ’
08. 9. 1.(위생증 발급일 기준)부터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레이클우드 지역산 과실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귤과실파리
(Bactrocera dorsalis)가 발생하여 미국이 설정한 해당지역에서 검역규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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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일부 지역산 과실류
- 수입금지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
- 수입금지과실류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 기타요건
검역규제지역 통과 기주 과실류 화물에 대한 수송중 안전조치 요구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감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
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
○ 수입금지 적용시점 : ’
08. 8. 26일자 위생증 발급분부터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귤과실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귤과실파리(oriental fruit fly ; Bactrocera dorsalis)가 발생
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위생증 발급일
기준 ’
06.9.13일부터 적용)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에서「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
템」
에 따라 ’
06.12.2일자로 귤과실파리 박멸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음을 통보
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해제 지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알토

해제 대상식물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해제 사유
발생지역 대한 박멸활동으로 연속 3
세대 이상 귤과실파리 무발생

○ 적용시점 : ’
08. 8. 19.(위생증 발급일 기준)부터 적용
□ 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수입금지지역산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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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요건
○ 원산지 증명 :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선과장 등 관련 정보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
원에 통보한 것에 한함
○ 소독처리 : 다음기준에 따라 라오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출위생증
명서 상에 부기
약제명

투약량

처리시간

처리온도

훈증상의 종류

기압

화물적재율

메칠브로마이드(MB)

48g/㎥

24시간

15.6 ℃
이상

일반훈증상
또는 천막훈증상

상압

55% 이하

※ 단,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이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상기 소독처리기준에 따라서 소독 실시
2. 적용시점 : 2008. 8. 5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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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 발견된
해설병해충
03
04 식물방역법령
국가 격리재배검사 중 개앵두 삽수에서
관리병원체 APLPV 검출

남부격리재배관리소
검역관
남궁인숙
joy0117@npqs.go.kr

분포지역 : 미국, 캐나다, 멕시코(아르헨티
나, 이탈리아, 알바니아, 이스
라엘, 튀니지, 뉴질랜드 최근
발견됨)
기주식물 : Plum, Prunus spp
바이러스 특징 : Ilavirus 26-33nm의 4
입자성 구형바이러스

개 요 : 2008년 2월 22일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개앵두삽수 33kg(1,000개)
에 대하여 남부격리재배관리소에
서 격리재배중인 10kg(300개) 4개
에서 관리병원체 APLPV 검출됨
학 명 : American plum line pattern
virus(약칭 : APLPV)
동 명 : Plum American line pattern
ilarvirus, plum line pattern
virus, Peach line pattern
virosis virus, prunus virus 10
분류학적 위치 : Virus: Bromoviridae:
Ilarvirus, subgrou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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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micrograph of American plum line
pattern virus, by R.W. Fulton.(1984)

피해 및 생태
- Prunus spp.에서 병징은 line pattern과
chlorotic line을 주로 나타내며 유사한
병징이 Apple mosaic virus(ApMV)와

Prunus necrotic ringspot virus
(PNRSV)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이들
사이에 혈청학적 유연관계는 없음

APLPV Primer : Vp340, Vp339(563bp),
의심밴드 : 6

- 기주범위는 Plum과 Prunus spp.
- 접목과 기계적 전염이 가능함(종자전염
은 되지 않음)
- 감수성 Peach seedling에 접목시 주맥
을 따라 밝은 녹황색의 띠가 형성
- 초본 지표식물로는 Vigna cylindrica,
Nicotiana megalosiphon이 있으며
ELISA 검출 잘됨
국가포장 격리재배 실험실정밀검사
- 국가포장 격리재배검사 결과 병징이
없으나 ELISA검사에서 APLPV 양성
반응으로 개체검사 후 PCR검사 실시
- PCR 검정결과 APLPV로 의심되는
DNA밴드가 검출되어 분류동정 의뢰함
- PCR 결과 사진
APLPV Primer : APLPV-R,
APLPV-F (123bp), 의심밴드 : 1, 2,
4, 6, 7, 9, 10, 11, 12, 14, 15 16(총12)

＊시료별 품목(1,2 : 복숭아묘목, 4 : 개벚나무
묘목, 5 - 16 : 개앵두삽수)
분류동정 방법(본원)
- 염기서열 분석 : 남부격리재배관리소에
서 의뢰한 DNA 샘플 12개에 대하여
PCR product를 재 증폭, 전기영동, Gel
elution, Direct sequencing 실시
- 염기서열의 상동성 확인 : PCR 증폭산
물의 염기서열 데이터를 NCBI blast를
통한 multiple alignment 실시
분류동정 결과
- PCR 증폭산물에 대한 염기서열을 Gene
bank에 등록된 기존의 APLPV 염기서
열과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 Lane 2, 6,
7, 9, 15 일치하였음
- PCR 증폭산물의 염기서열 분석결과
APLPV와의 상동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의뢰한 12개 샘플중 복숭아묘목
(No2), 개앵두삽수(No6. 7, 9, 15)는
APLPV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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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방역법령 해설
검역처분 및 조치사항
- APLPV가 검출된 복숭아묘목 1주와 개앵두삽수 4주에 대하여는 폐기 조치함
- 지정포장 격리재배 중인 개앵두삽수 23kg(700개)에 대하여는 마지막 포장 검사시 속초사무
소와 합동검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
격리재배 검사중 APLPV 검출실적
년도

품명

검출횟수

수입국

비고

2004

자두묘목
벚나무묘목

1
1

중국, 일본

중부격리, 남부격리

2005

매실묘목
벚나무묘목
복숭아묘목

1
2
1

일본

중부격리, 남부격리

2006

-

-

-

-

2007

자두묘목
양벚묘목
벚나무묘목

1
5
1

일본

중부격리, 남부격리, 안
양

2008

벚나무묘목
복숭아묘목
개앵두삽수

1
1
1

일본, 네덜란드

남부격리

APLPV의 병징

chlorotic rings(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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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oak-leaf(여름)

creamy-white line
pattern(늦여름)

Chlrotic to golden leaf borders
chlorotic pattern

Plum line pattern in cherry

Chlorotic line pattern in plum

〈참고사항〉
http://www.eppo.org/QUARANTINE/virus/Plum_American_line_pattern_ilarvirus/APLPV0_ds.pdf
http://www.cabicompendium.org/cpc/datasheet.asp? CCODE=PLLPXX&COUNTRY=0
http://ressources.ciheam.org/om/pdf/b45/03001767.pdf
http://archives.eppo.org/EPPOStandards/PM7_DIAGNOS/separate_figures/american_plum_line_
pattern_webfigs.pdf
http://chaos.bibul.slu.se/sll/eppo/EDS/E-PLLPXX.HTM
http://www.sipav.org/main/jpp/volumes/0204/020410.pdf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25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 중국산 신선 채소에서 처음 검출된 해충

수입식물에서
발견된해설
병해충
식물방역법령
03
중국산 신선 채소에서 처음 검출된 해충

○ 더듬이 길이는 몸길이의 0.7∼1.0배이
고, 더듬이 제1마디에 4∼7개의 자모가
있다.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류창석
ryucs@npqs.go.kr

○ 더듬이 제6마디의 말단부(processus
terminalis)는 제3마디의 0.8∼1.1배,
뿔관 길이의 0.9∼1.2배이다.
○ 더듬이 제3마디의 기부 2/5-2/3부분에
1∼11개의 2차감각공이 있다.

개요 : 2008년 9월 부산항으로 수입된 중
국산 신선 채소(양상추, 브로콜리)에서 국
내 미기록 진딧물 2종을 처음으로 검출.

Acyrthosiphon lactucae (Passerini)
분류학적 위치 : Aphididae(진딧물과),
Homoptera(매미목)
검역정보 : 관리병해충, 중국산 양상추
에서 검출( ’
08. 9.24)
형태적 특징
○ 몸길이는 1.7∼2.9㎜이고, 체색은 연녹
색, 핑크색이며, 등자모는 약 0.01㎜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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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및 피해 : 상추류(Lactuca spp.)
특히, 가시상추(L. serriola)에 연중기생
한다. 주로 기주식물의 줄기를 섭식하나
드물게 잎 뒷면에도 기생하며 Lettuce
mosaic virus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포지역 : 유럽(스웨덴, 영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등), 북아프리카, 터키, 이스
라엘, 이라크, 아시아(북부·중앙),
캐나다·미국 (침입)
유사종과의 비교
○ 중국산 엽채류에서 주로 검출되는 진딧물
중 싸리수염진딧물(A. solani)과 형태적
으로 비슷하나 뿔관(siphunculus), 끝편

(cauda), 더듬이(antenna)의 길이 및 길
이비로 구별할 수 있다.
○ A. lactucae는 뿔관길이가 끝편길이의
2배미만(그림1)이지만 A. solani는 2배
이상(그림2)이다.
○ A. lactucae의 더듬이길이는 몸길이의
0.7∼1.0배이지만 A. solani는1∼1.8배
로 매우 길다.

그림 1 siphunculus & cauda of A. lactucae

유사종과의 비교 : 지금까지 중국산 엽채
류에서 주로 검출되었던 양배추가루진딧
물(B. brassicae)과 형태적으로 아주 유사
하지만 B. brassicae의 더듬이 제3마디에
2차감각공(rhinaria)이 없는 것이 형태적
특징이나 이 종은 2차감각공이 2∼7개
있다(그림3).
1999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중국산
신선 엽채류에서 검출된 진딧물 1,196건 중
1,156건 이 복 숭 아 혹 진 딧 물 (Myzus
persicae), 싸리수염진딧물(A. solani)등
국내 분포종이었고, 이번에 처음 검출된
A. lactucae, Brevicoryne sp. 또한 국내
분포종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므로 실
험실정밀검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됨.

그림 3

그림 4

그림 2 siphunculus & cauda of A. solani

Brevicoryne sp.
검역정보 : ’
08.9.23. 중국산 브로콜리에서
검출(분류동정 및 위험분석 진행중)

그림 3 rhinaria on ant.
segm. Ⅲ
그림 4 A. lactucae
그림 5 Brevicoryne sp.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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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제검역협력과
검역관
김도남
donam75@npqs.go.kr

칠레에서 신종소나무병원균
(Phytophthora pinifolia) 발견
○ 최근 칠레에서 소나무(pinus radiata)에
피해를 끼치는 신종병원균이 발생되고
있으며, 호주측은 동 병원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칠레산 소나무 목재·원목 및 종자
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입제한조치
(’
08. 7. 2., 7.4)를 취함.
- 소나무(Pinus radiata) 목재 및 원목
: K.D처리 요구
- 소나무(Pinus radiata) 종자 및 묘목
: 수입금지
○ 동 병원균은 소나무(Pinus radiata)를
감염시켜 소나무 잎을 고사하게 만드는
병원균으로서 남아공농림산물생물공학
연 구 소 (FABI)는 동 병 원 균 에 대 해
Phytophthora pinifolia라 명명함.
- 동 병원균은 현재 칠레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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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피해를 일으키는 세균성병원체
zebra chip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
○ 최근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텍사스에
서 감자에 피해를 끼치는 Zebra Chip (ZC
: Candidatus Liberibacter spp.)이라
불리는 세균성 미확인병원체가
Candidatus Liberibacter psyllaurous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동 세균은 감자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끼
치며, 괴경에 괴사증상을 일으켜 감자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며, 심한 경우 감자싹
이 나지 않게 됨.
- 동 세균은 감자나무이(Bactericera
cockerelli)에 의해 매개되어 다른 기주
식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 동안 동 병원균은 Zebra Chip(ZC)이라
는 미확인병으로 중미와 멕시코에 오랜 동
안 발생하였으며, 미국에서도 2000년이래
남부 텍사스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여 왔으
며, 북쪽으로는 콜로라도까지 발생한 것으
로 보고 된 바 있음.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0년
동 병이 미국에 발생한 이래 동 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DNA
염기서열분석방법을 이용해 동 병의
병원균을 확인하게 됨.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깨끗한 종서의
확보를 위해 종서증명프로그램(Seed
Potato Certification Program)에 동 병
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 베트남산 휴대캐슈넛에서
귤과실파리 발견
○ 일본으로 휴대물품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캐슈넛 생과실에서 귤과실파리가 발견됨.
- 동 과실파리는 일본의 금지해충인 바, 검
역당국은 베트남산 캐슈넛 생과실의 수
입 자제를 요청함.
○ 휴대로 수입되는 캐슈넛 생과실은 26℃에
서 9일간 보관 후 절개검사를 실시하며, 캐
슈넛(종자)은 현행과 같이 일본으로 수입이
가능함.

생과실

종자(종래대로 수입가능)

캐슈넛 생과실

캐슈넛 생과실

<Candidatus Liberibacter에 <Candidatus Liberibacter에
감염된 잎>
감염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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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방역법령 해설
캐나다와 미국간 목재포장재국제기준
(ISPM No.15) 면제약정 폐지

미국, 곤충매개 신종병원체로 인한
호두나무 피해 극심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미국 동식물
검역원(APHIS)은 목재포장재와 관련된 검
역적 우려 병해충의 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
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간 목재포장재 국제
기준(ISPM No. 15)의 이행을 고려하고 있
음

○ Thousand canker disease라 불리는 신종
병이 미국 콜로라도의 남부 및 서부 지역의
호두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음

○ 현재 캐나다는 전세계 국가에 대해 목재포
장재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훈증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
서는 국제기준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목재포장재로 인해 새로운 병
해충의 유입우려가 커지고 있어, APHIS와
CFIA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목재포장재 면
제 협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함
○ CFIA와 APHIS는 양국간에 이동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국제기준의 단계적인 이행
을 위해, 업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목재포장재규정이행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 병은 진균인 Geosmithia spp.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도 알려짐.
○ 이 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개충은
walnut twig beetle(Pityophthorus
juglandis)로서, 이 종이 기주식물의 수피
속을 뚫고 들어갈 때, 병을 전염시키는 것
으로 알려짐.
○ 이 새로운 곤충-진균 복합병은 호두나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검역당
국은 관계자들에게 호두가 생산되는 지역
들로 동 병과 매개충
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기주식물의 이
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병원체에 의한 피해>

<매개충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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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귤그린병의 매개충인 아시아
감귤나무이 추가 확산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8년 8월
Alabama, Georgia, Mississippi 및
South Carolina지역에서 아시아감귤나무
이(ACP; Diaphorina citri)의 존재를 확인
하였음.
○ 현재까지 이 해충은 Alabama주의
Baldwin County, Georgia주의 Chatham
과 McIntosh County, Mississippi주의
Hancock County, 그 리 고 South
Carolina주의 Charleston County에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해충은 감귤그린병의 주요 매개충이며,
감귤그린병(CG)은 감귤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병중의 하나이며, APHIS는 관련
주정부들과 함께, 이 해충의 감염정도를 확
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감귤그린병은 현재 플로리다주와 루이지
애나주의 Orleans Parish에서 발생하고
있음.
○ APHIS는 감염된 식물의 이동을 막기 위
해, 관련 주정부들과 합동으로 이 해충이
발견 되는 모든 양묘장에 긴급조치를 발령
하고 있으며, 나무이와 해당 기주식물에 대
해 감귤그린병 감염여부 테스트를 수행하
고 있음.

<ACP 알과 성충>

<ACP 번데기>

유럽 및 지중해 지역 과수묘목에 피해를
끼치는 하늘소과 해충 발생
○’
08년 여름 독일 Fehmarn 섬에서 목재를
가해하는 해충인 Saperda candida(하늘
소과)가 발견되었으며, 동 해충에 대한
박멸조치가 수행됨.
○ 이 해충은 북미에서는 사과나무와 같은 과
수류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험성을 고려해 볼 때 유럽지역 과수나무와
관상용 나무들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해충은 성충이 잎을 가해하며, 유충은
줄기 및 가지의 기부에 갱도를 형성, 가해
하여 결국 나무를 고사하게 함
○ 이 해충은 습성상 감염된 기주식물 내부에
서 발견되지 않은 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동 해충은 대부분의 생활사를 나무
내부에서 보내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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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해충에 감염된 지역으로부터 소나
무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식물위생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Saperda candida 성충> <Saperda candida 피해>

소나무목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Sirex noctilio(송곳벌과) 발견
○’
08. 8.20일 미동식물검역원(APHIS)은 펜
실베니아 주 Potter County에서 Sirex
noctilio(woodwasp, 송곳벌과) 암컷 1마
리를 발견하였음.
- 이 해충은 펜실베니아주 Game Lands
의 Lindgren trap에서 채집되었음.
○ 현재까지 펜실베니아주의 7개 카운티
(Potter County 포함), 미시간주의 4개 카
운티, 뉴욕주의 29개 카운티, Vermont주
의 1개 카운티에서 이 해충이 확인되었음.
○ 이 해충은 건강한 소나무를 가해하여 고사
하게 만드는 목재해충으로서, 여러 국가에
서 이 해충의 방제를 위해 검역, 생물학적
방법, 경종적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음.
○ APHIS 식물보호검역부(PPQ)의 식물위생
과학기술센타(CPHST)에서는 현재 미국에
서 이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프로그램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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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정보 | 토마토 황화잎말림병(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06 병해충 정보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4. 기주
위험평가과
검역관
복옥규
okbok@npqs.go.kr

1. 이 명
- Tomato leaf curl virus
- Tomato yellow leaf curl bigeminivirus

2. 일반명
- yellow leaf curl

3. 분류학적 위치
- Group : Virus →Family : Geminiviridae
→ Genus : Begomovirus

주기주는 Lycopersicon esculentum
(토마토), Eustoma grandiflorum (꽃도라
지 ), Petunia hybrida(폐 튜 니 아 ),
Phaseolus vulgaris(강남콩)이며 실험적
기주로는 일부 Solanaceae(가지과),
Asclepiadaceae(박주가리과),
Compositae(국화과), LeguminosaePapilionoideae(콩과), Malvaceae(아욱과)
이며 이밖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잡초(털쇠무
릎, 주홍서나물, 큰방가지똥 등), 독말풀, 담
배 등도 기주가 될 수 있다.

5. 분포국가
TYLCV는 이스라엘의 Cohen 등에 의해
토마토에서 처음 발견(1964)되었으며 1980
년대 후반까지 동부 지중해연안지역에서 문
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이후로
서부 지중해연안의 국가, 카리브해, 멕시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증가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
로 인해 미국,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등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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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분포국가

아시아

중국, 대만, 그루지아,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바레인

유럽

사이프러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아프리카

알제리, 부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리비아,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레위니옹,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중앙아메리카

바하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자메이카, 푸에트리코, 트리나드토바고, 과델로프,
마르티니크

오세아니아

호주

6. 전염

7. 피 해

즙액, 종자 및 접촉 전염은 하지 않으며
매개충인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에
의해서 전염된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일반적으로 분포하는 담배가루이는 기주범
위가 매우 넓으며 TYLCV의 비기주식물에도
서식한다. 매개충인 담배가루이 성충과 약충
이 체내 순환식 영속전염을 하나, 산란과정에
서 차세대로의 전염은 되지않는다.

담배가루이 각 태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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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CV는 넓은 기주범위를 가짐에도 불구
하고, 토마토에 발병하는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바이러스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생산된 과실의 수에 많은 손실을 주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지역에서 실시
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TYLCV에 감염된
토마토는 수확량이 감염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80%까지 감소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100%의 수량감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Peterschmit 등, 1999). 특히, 바이러
스 감염 시기가 작물이 어릴수록 과실 수량에
훨씬 더 심각한 감소를 주었다. 이밖에
TYLCV는 이스라엘(Navot등, 1992)과 스페인
남부(Navas-Castillo등, 1999)의 상업적
생산물인 강낭콩(Phaseolus vulgaris)과
Lisianthus(꽃 도 라 지 , Eustoma
grandiflora)에서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병징
토마토는 묘 시기(seedling stage)에 감염
되면 병징은 쉽게 관찰된다. TYLCV는 어린
잎들과 신초에 심한 위축을 일으키고 그 결
과 감염된 묘는 총생한다. 감염된 식물체는
위쪽과 안쪽으로 잎가장자리가 말리고 황화

(yellowing) 증상과 심한 위축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개화기 이전에 감염되었을 경우 더욱 심
하다. 전체식물체가 위축되고 잎이 비정상적인
색깔과 형태를 가지며 줄기는 위축되거나
rosetting 된다.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사진

9. 방제
TYLCV는 감염된 묘나 보독한 매개충을
통하여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 유입
될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토마토 재배농
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에 TYLCV 피해를 예방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YLCV는 방제용 약제가 없으므로

사전에 건전묘를 사용하고 특히, 매개충에 의해
서만 전염되므로 정기적인 약제살포로 담배가
루이를 방제하여야 한다. 만약 감염되었다면
재배 시설내에서 감염작물을 제거하여 2차 피해
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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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만남『멘토링』

07 아주 특별한 만남「멘토링」

주셨지만, 얼마나 떨리던지 인사를 마치고 낯선
자리에 앉았다. 바로 옆자리에는 멘토인 김복섭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검역관
임재영
jyim@npqs.go.kr

검역관이 앉아계셨다. 아마 우리는 그 때 처음
으로 만났다. 처음 만난 나의 멘토와 그렇게 어
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멘티를 이끌고
검역현장에서 담당업무에서 하나하나씩 꼼꼼하
게 가르쳐 주셨다. 특히, 복수배정을 받아 멘토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아님 부산

와 함께 식검 무쏘를 타고 검사현장을 다닐 때

날씨가 그랬던 것인지는 지금에서

는 그 어느 순간보다 신나는 순간이었다. 항상

명확치 않지만,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보다

멘토가 뒤에서 지원사격을 해 주시기 때문이었

더 힘든 무더위로 느껴지는 작년 8월로 기억된

다. 항상 멘토 뒤를 졸졸 따라 다니면서 사고를

다. 아침 KTX에서 내려 캐리어 달달달~ 끌고

치는 멘티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멘토에게 구원

영남지원으로 들어가는 심정은 아직도 가슴속

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멘토는 마치 119

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응급구조대원처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해

항상

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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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처음

혼도 나고). 항상 어린아이를 물가에 둔 어미의

으로 검역 2과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긴장이 되

심정이었을까? 아마 멘토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

는지... 영남지원 식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

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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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지 벌써 1년, 지독
하게도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멘토을 너무 괴
롭힌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하다.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검역업무 등의 지식만 전달 받는 그런 제도인줄
알았지만,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는 이제
는 한 호흡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멘토을 통해서 여러 많은 소중한 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며, 진정한 검역관으로서 싹을
틔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 나도 언젠가는 멘토가 될 자격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멘토가 된다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멘토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
았으므로, 내가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절반이
라도 전해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잘난 듯이 검역현장을 뛰어다는 풋
내기 멘티를 지금까지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멘토에게 이 지면
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의 멘토 김복섭 검역관님.
돌이켜보면 저는 멘토님의 큰 사랑을 받기만
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
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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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
기고
| 부산국제영화제
우수사례 | 수출입식물 소독방법 혁신으로 년간 311억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08 기 고
부산국제영화제

PIFF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적
인 영화제로 성장한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영남지원
검역관
최윤희

도‘PIFF 4輪’즉, 우수한 영화, 열정정인 관객,

yheec2@npqs.go.kr

화제가 '비경쟁영화제
‘로 운영하여 오직 영화적

화려한 게스트, 든든한 스폰서 때문이며, 본 영
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된다는 점
이다.
본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부산에서는 국내외
영화 마니아는 물론 일본, 미국, 유럽, 아시아

도 어김없이 영화 필름이 바다에

각국의 영화 관계자들이 찾아와 한 공간에서 함

서

상 영 되 었 다 . 지 난

께 숨쉬고 생활하며 울고 웃는다. 영화는 세상

10.2.~10.10. 까지 세계 5대 영화제로 성장한

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영화의 중심 PIFF의 사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개막작

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앵글을 가져와 산다는 일

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이스라엘의 여

에 대하여 말하고,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촬

러 제작사가 참여한 범국제적 프로젝트로 만들

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PIFF가 무엇인가에 대

어진 루스템 압드라쉐프 감독의「스탈린의 선

하여 말할 수는 없다. 오직 이야기와 이야기가

물」
을 시작으로 부산시내 6개 극장 37개관에서

상영되는 거리를 함께 걸어 다니면서 호흡해야

총 60개국 315편이 상영되었으며, 윤종찬 감독

만 알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

의「나는 행복합니다」
가 폐막작으로 상영되었다.

기에 대하여 설명하듯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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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 PIFF 광장에는 1998년 제3회때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영화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33
명의 손자국과 사인이 된 핸드프린팅이 있으며
올해에는 영화배우 김승호, 독일 감독 폴커슐뢴
도르프 등 7명의 핸드프린팅이 제작되었으며,
지난 10.3.~7.까지 남포동 야외무대와 해운대
PIFF빌리지 야외무대에서는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야구치 시노부 감독 등 유명 배우들과
감독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다.
PIFF는 부산의 음식과 함께 할 때 즐거움이
배가 된다. 기금까지 입에서 입을 타고 내려온
맛집이 있는데 해운대 스펀지 메가박스 인근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 관객들이 반드시 찾
아가는‘원조할매국밥집’은 쇠고기국밥이
2,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면서도 맛있어서 영화
감독과 유명 배우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다. 또
한 해운대 시장 입구에 있는‘상국이네’
의 떡볶
이는 인근 특급호텔에 투숙한 사람들도 즐겨찾
는 곳이고, 진정 매운맛이 그립거나 정신이 없
을 때는 해운대 신시가지 재래시장에 있는‘불
쭈꾸미집’
을 찾아가라. 곧 행복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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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러브미

농촌사랑 평화 마라톤 참가후기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검역관
문영미
youngmi@npqs.go.kr

‘러브미농촌사랑국제마라톤’
은 식물검역원
마라톤 동아리‘검마회’
에 있어서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유니폼 준
비부터 홍보물 제작, 음식 준비 등 대회가 치러
지기 몇 달 전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하고 많
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어느새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마라톤
의 계절인 가을이다. 10월 19일 아침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이른 새벽, 어릴적 소풍 전야의
설레임과 뒤척임으로 밤을 보내고 농림수산식
품부가 주최하고 농민신문사가 주관하는 쌀소
비 촉진을 위한‘러브미농촌사랑평화마라톤’
대회에‘국립식물검역원’
의 이름을 걸고 달리기
위해 상암운동장에 모였다.

이른 아침 운영진에서 미리 준비해둔 식검 부
스에 직원 한명, 두명 모이더니 가족을 동반한
60여명이라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면서 대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식물검역원 단체유
니폼에 배번호를 달면서 완주를 다짐하는 비장
한 각오와 검마회에서 직접 제작한‘식물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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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방’
이라는 홍보물을 직원과 가족 서로
의 등에 달아주면서 무사완주를 기원하는 인사
를 건네는 모습 또한 우리 식물검역원만이 보여
주였던 따뜻한 모습이었다.

마라톤은 21km의 하프코스와 10km, 5km의
건강코스로 개인별 능력에 따라 뛰게된다. 간단
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출발선으로 가는 선
수들의 모습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못지
않은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품은 얼굴들이었다.
먼저 하프코스가 출발하고 10km 출발을 준비할
즈음 선수들의 얼굴은 더욱 상기되었다. 그간
준비를 못했던 아쉬움과 무사히 완주 할 수 있
을까하는 걱정이 교차되는 모습이었지만 출발
폭죽이 터지는 신호가 나오자 서로가 파이팅을
외치며 완주를 위한 힘찬 한발을 내딛었다.

마라톤... 아니 달리기에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숨이 팍팍 막히고, 팔 다리가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힘들었던 순간,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힘든만큼 결승점에 가
까이 왔다는 기대감에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여 완주라는 목표
를 스스로 달성한다. 달리기는 남을 이겨서 좋
은,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 바로 외로운 투쟁이라 생각한다.
힘든 시기를 지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의 그
기분은 뛰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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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내리치는 따스한 햇살과 힘든 레이스
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금새 벌겋게 상기시켜 놓
았지만 시원한 가을 바람과 향긋한 공기, 하늘
공원의 멋들어진 단풍들이 힘껏 응원해주었기
에 더욱 힘이 난 것 같았다.

우리들은 그렇게 한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모
두 완주했다. 체력의 차이로 빨리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각각 차이는 났지만, 포기하
지 않고 최선을 다한 직원들... 결승점에 도착하
는 모두의 얼굴에는 완주했다는 성취감에 환하
게 웃고 있었다.
마라톤 행사 후 우리는 검마회에서 준비한 음
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힘들거나 재미있었던 직
장생활의 에피소드와 마라톤에 대한 관심거리
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달릴때는 1초가 왜
이리 길고, 100m가 멀게만 느껴졌다는 직원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여 S
라인 몸매를 갖겠다고 다짐하는 직원들.. 다음
대회를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하겠다는 신
규 직원의 각오를 들으면서 나의 마라톤 신입
시절에 풀코스에 꼭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말했
던 기억이 나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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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은 그렇게 끝이났다. 모두가 완주한 메
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에게 경쟁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준 것이다. 이
번 마라톤은 우리의 건강과 직원들의 유대관계
에 큰 몫을 차지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바쁘고
고된 업무로 편히 쉬어야 할 휴일, 가족들과 함
께, 동료와 함께 즐겁게 마라톤에 참가하여 무
사히 완주하고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를 행사가
아닌 축제로 만들어준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
를 쳐주고 싶다.

제7회 러브미 농촌사랑 평화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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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11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와 GMO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무엇인가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LMO와 GMO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LMO는 살아 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 생물
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예: 통조림 상태
의 GM옥수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습
니다.

GMO
LMO

>> LMO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GMO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또는 바이오텍 제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LMO법률은 왜 만들었으며 기본목적은 무엇입니까?

>>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코자「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가 국제협약으로 채택('00.1월)되어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01.3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05.9월) 및 시행규칙('06.3월)도 제정하였으며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
시를 완료하여 2008년 1월부터 LMO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MO 법률은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LMO의 용도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입 및 생산승인(신고)절차, 연구시설의
허가(신고)절차, 표시·취급관리·비상조치·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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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농업용 LMO를 수입할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 농업용 LMO의 안전관리 절차는 위해성 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사 → 사후관리(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LMO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에서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국경검사는 수입식물검사신청시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LMO 검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포장
단위로 국내유통 시에는 소비자들에게 LMO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4

LMO에 대한 국경검사 대상품목은?

>> 검사대상 품목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LMO
농산물로서 종자용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으로 수입되어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담배, 메론, 밀, 벼, 사탕무, 아마, 알팔파, 벤트그라스, 치커리, 카네
이션, 토마토, 파파야, 해바라기, 호박 등 20품목이며 자세한 사항은 LMO 통합고시 별표4-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앞으로 개발·승인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일반 농산물 검역과 LMO 검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 일반적인 식물검역은 수입하는 식물, 병해충, 흙 및 목재포장재 등이 검사대상이며 이 중에서 콩·
옥수수 등 20종의 농산물(종자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에 대해서만 LMO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검사신청부터 검사장소·방법 및 합격까지 검사진행은 거의 동일하나 LMO 검사를 위한 실험실정밀
검사가 진행될 경우 통관까지 시일이 다소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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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LMO 검사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수입검사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검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LMO 검사신청은 수입하시는 농산물이 LMO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사신청 할 경우
에는 기존의 수입검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LMO 검사신청란을 클릭 하셔서
해당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Q7

LMO 검사(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는 어떻게 하며 검사
소요 시일은?

>> LMO검사는 검사대상품(통합고시 별표4-1)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검
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
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검사방법은 저희 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를 참
고 하세요

Q8

LMO에 대한 현장검사나 실험실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LMO 국경검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 및 실험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승인서와 검정증명서를 첨부하고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
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첨부했을 경우
-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 사전에 위해성평가(환경·인체)를 받기 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로써 통합고시 별표10-1
제13항 표준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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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비의도적 혼입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농작물의 종자 생산, 수확, 보급, 보관, 유통 과정에서 Non-LMO와 LMO를 100% 완벽하게 구분
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비의도적 혼입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Non-LMO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은 0.9%,
일본은 5%의 혼입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LMO법에서는 3%를 적용합니다.

Q10

수입한 LMO를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농업용 LMO를 포장, 적재 및 가공 등 작업을 할 때에는 비의도적으로 일반농산물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취급관리 기준
○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 비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유출방지
○ 포장상태로 LMO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함
○ 비포장상태로 LMO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낙곡방지 장치를 갖춘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비의도적
으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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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수입시 농업용 LMO에 대한 표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용 LMO를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되어 산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
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기재하고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별로 각각의 용기·포장
에 시행령 제24조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LMO에 대하여 국내법(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에 특별한 표시사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의 표시사항이 적용됩
니다.

＊ 시행령 제24조 표시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 LMO 표시사항이 면제되는 경우
○ LMO가 아닌 경우
○ 국내에서는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혼입비율이 3% 이하일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하여 LMO 표시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통합고시 제4-7조(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2

LMO 농산물의 식물검역 합격기준은?

>>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승인·신고 품목에 해당 될 경우와 LMO수입검사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①LMO 미 검출시 ②위해성심사승인된 LMO가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로 검출
시 ③위해성심사승인된 LMO가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수입승인서를 발급
받아 기한내에 제출 한 경우에는 합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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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LMO 수입검사 결과 폐기·반송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수입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반송의 대상이 됩니다.
- 사전에 수입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에서 LMO가 검출될 경우(3%초과)에 폐기·반송됩니다.
다만, 이전에 수입승인 되었거나 위해성심사 승인된 LMO가 검출될 경우에는 기한내에 수입승인
을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합격됩니다.
- 수입 또는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가 검출될 경우와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LMO가 검출될 경우에 폐기·반송됩니다.

Q14

농업용 LMO 통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합격되어 통관된 LMO는 종자용의 경우는 국립종자원이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동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LMO는 국내유통시 표시제를 실시 하게
되며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LMO의 취급관리 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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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역단신
1.「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원』
으로 승격
농림부 산하「국립식물검역소」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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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조사연구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수입 증가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08.8.6일 본원장, 평가위원,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지
최근 FTA/DDA 진전으로 국제통상 협상 등에서도
원,사무소)의 연구원, 내부분류동정컨설팅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연구사업 중간평가회
검역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림
를 개최하였다.
업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원천
이번에차단하는
개최된 조사연구사업
중간평가회는
토론식 평가로 진행되었는데 과제담당자가 연구과제의
적으로
한편 국제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하여
요약발표하고
및 참가자들이
연구추진
상황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의
기능평가위원
강화 차원에서
「소」
에서
「원」
으로 승격되었다.
진행하고 평가하였다.
그 동안 국립식물검역원은 ’
78년 기관발족 이후 조직·인력·제도·검역장비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한편, 금년도 식물검역조사연구사업은 일선 검역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첨단검역기술 개발 및
보완·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본원 산하(안양 소재)에 주요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5개 지원과 21개
LMO농산물 검정법 등 총 20과제(외부용역 4, 자체수행 16)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는 신속히
사무소 및 2개 격리재배관리소를 두고 있으며 총 인원은 451명이다.
일선 검역현장에 보급하므로서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 등 검역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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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교육으로 세계일류 식물검역관 양성

국립식물검역원 이기식 원장은 검역행정 수요증가, 검역의 통상
국립식물검역원은
7. 21일부터
식물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문제화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의 보강과 전문화, 제도보완, 과학적인
사이버교육을 시설
개시하였다.
사이버교육에는
’
07년도부터
검역기법개발,
및 장비의이
첨단화
등 6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식물검역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참여,
제작하였으며,
사진·
를 담은 중장기 식물검역 발전계획을 확실히 추진하여 세계일류
애니메이션·동영상 등 최신의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곧바로
식물검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이버교육은 식물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병해충인

2. 국립식물검역원
신년
교례회
진균,
바이러스, 딱정벌레,
선충,
응애의개최
총 5개 과목(과목당
20차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방역관의
업무능력
국립식물검역원은
2008. 1.
14.(월) 향후
4층 대강당에서
식검 선후배
등
향상
및
학습효과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의와 덕담을 나누고 새해의 안녕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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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행사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교육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은 새로이 자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
체 식물방역관에게 2008년부터 수출검사를 할 수 있도
록 사전교육을‘08.7.9일 본원에서 실시하였다.
자치단체 식물방역관 제도는 관내 가까이에 있는 농가
의 수출식물을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검사함으로써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식물방역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을 거쳐 식물방역관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은 총 33
명이다.

“2008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08.9.19. 멘토링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직원에게, 확산하기 위한“2008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2007년 신규직원 중 발표팀
으로 선정된 15개팀 30명의 멘토/멘티가 참가하여
멘토링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식물검역원은“세계일류의 식물방역관 양성”
을
목표로 2005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신규직원 학습
프로 그램으로 활용해왔으며,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식물 검역 리더 양성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적극 추천
하고,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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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08. 7.28-8.1까지(5일간) '식물검역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샵에는 특별히 IPPC 식물검역위원회(CPM)
Ms. Bast Tjeerde 의장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및 원장님을 예방하여 한국과
IPPC와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품
목별 병해충위험도구분, 격리재배시설기준, 등 7건의
국제기준 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IPPC/식물검역위원회 의장, 식물검역원장 예방
’
08.4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식물검역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캐나다 출
신 Ms. Bast Tjeerde는 2008. 7. 30(수) 국립식물검
역원 이기식 원장을 예방하고 약 1시간 동안 한국과
IPPC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다.

식물검역연구회 국제협력소위원회 개최
식물검역연구회 국제협력소위원회는‘08.7.11-12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식물검역원장을 비롯한 박은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등 4명의 식물검역 국제통상 자문관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종용서기관, 김영태사무관 등 34명(회원2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통상자문관인 최세균 KREI 수석연구위원과 노태호박사를 초청강
사로 초빙하여‘위험평가의 요소와 방법’및‘생물다양성 협약의 쟁점사항으로서 침입외래종’
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그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종용 서기관은‘FTA협상추진
동향’
을, 그리고 김영태사무관은‘FTA와 국제식물검역’
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관련분야에 대한 회원
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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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소식·행사
현장체험

식물검역 현장체험
인천공항지원
’
08.7.30, 8.8, 9.29일 3차에 걸쳐 일반인·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인천공항
CIQ 체험 행사”실시

중부지원

한국농업대학 교육생 (7. 3.)

한국농업대학 교육생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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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7. 11.)

당진군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7. 29.)

전국 농생명과학고 교사 (8. 1.)

보령시 시설채소연구회 회원 (8. 5.)

평택사무소
충남 당진군농업기술센타『쌀기술과정』
학생 현장체험

서울시 농수산물유통전문가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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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송농협 직원 (8. 28.)

식물검역
소식·행사
현장체험

충남 보령시『고추연구회』
회원 현장체험

청주사무소
충남대 응용생물학과 현장견학

제주지원
제주시 동화초등학교 과학반 36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1일교사제 실시

곤충표본 제작 설명

곤충표본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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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식물검역 진행사항 지원홈페이지에 게재
인천공항지원장(민주석)은 식물검역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 향상
을 위해 실험실정밀검사 진행상황을 인천공항
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수입자가 검사기간에 따라 상품성 저하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로 인해
검사종료 예정일에 대한 잦은 문의가 있어 실
험실 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저하와 전화 문의
답변에 대한 임의적 해석과 오해를 불식시키
기 위해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실험실정밀검사
진행상황을 매일 공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인천공항지원을 이용하는 고객
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지원, 경진대회에서 2개분야
최우수상 수상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실시한 정보화능력 경
진대회(’
08.5.30)와 해충검색 및 분류동정 경
진대회(’
08.7.18)에서 최우수상 수상 및 인천
공항지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검역1과 장지연 :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최
우수, 농식품부 경진대회 2위입상
- 조사분석과 박영미 : 해충검색 및 분류동
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

신나는 일터 만들기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직원간 소통이 우선이
라는 생각으로 매주 수요일 업무 종료 후와 매
월 한번씩 직원이 모여 등산 또는 족구를 실시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기관장 및 과장을 위시하여
직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족구를 하고 한달에
1번은 전직원이 모여 등산 등 체육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특성상 전직원이 한자리
에 모이기 힘든 근무여건을 극복하고 직원간
소통을 위한 자발적 행사로써 단합하여 화합
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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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
소식·행사소식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이용 변경
인천국제공항이 제 2단계로 확장되고 신설
된 탑승동에 외국 항공사가 이전하면서 항공
사 체크인 카운터 위치가 변경되고 출입국 절
차도 일부 바뀐다.
대한항공 및 스카이팀(Sky Team) 소속 항공
사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동편(A·B·C·D·
E 카운터)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스타얼라이
언스(Star Alliance) 소속 항공사를 이용할 때
는 터미널 서편(J·K·L·M 카운터)에서,

속초사무소
금강산 여행객을 위한 식물검역 홍보물 제작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에서는 금강산 여
행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식물검역 사전
검사 홍보를 강화하는 금강산 관광 전용 리플
릿 및 배너와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다.

기타 외국항공사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중앙
(E·F·G·H 카운터)을 이용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 이
용객들은 종전대로 여객터미널에서 수속 후
탑승하면 되며, 외국항공사의 경우 여객터미
널에서 보안검색과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탑
승동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게 된다. 이동할
때에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전자
동 무인열차(Starline)를 이용하면 된다.

국제항공우편물의 검역체제 구축 및 원
활한 통관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지원(지원장
민주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지원장 김도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이종익), 국제우편물류센터(센터장
간종욱)와 국제항공우편물의 검역체제 구축
및 원활한 통관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2008. 8. 12일(화) 국제우편물류센터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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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상호연락체제유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각 기관 간에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여 추진
하게 되었다.

중부지원
수입농산물 검역관리체계 동영상 제작

퇴임(이영일) 송별식 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은‘08.9.29. 차량관리업무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던 운영지원과 이영일
실무관의 17년간 공직생활 퇴임을 앞두고 전
직원이 송별회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패 및 기
념품을 증정하는 등 석별의 아쉬움을 서로 나
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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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은‘08. 8.7.부터 수입농산물 검역
관리체계에 관한 동영상을 농림수산식품부 산
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식품안전팀에서 제
작하여 동센터 홈페이지(www.agros.go.kr)
와 판도라TV 등에 게재하였다. 이 동영상은 ’
08. 7.22. 촬영하였으며 검역신청에서 현장검
사 및 실험실검사 등 식물검역전반에 관한 촬
영과 검역1과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제작하였
다. 수입농산물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
는 우리원의 모습이 새롭게 조명되어 대국민
을 상대로 한 효과적인 인터넷 홍보로 평가되
었다. 앞으로 환경TV에도 방송하여 식물검역
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무소
지·출장소 소식
소식

뉴질랜드 식물검역관계관 방문
식물검역 업무협의 차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뉴질랜드 식물검역관계관 등 4명이‘08. 7. 1.
중부지원을 방문하여 조직 및 업무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산 참다래
에서 검출된 해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실
험실에서 해충표본을 직접 검경하기도 하였
다. 또한 참다래 검사현장도 방문하여 검사절
차와 과정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추석절 식물검역 강화기간 중 홍보활동 전개
중부지원은(지원장 김후동) 추석을 앞두고
수입식물검역강화기간을 설정하고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문 및
TV에 11회 보도되었다. 특히‘08. 9. 5.
「VJ
특공대」
에“추석안전 이상무, 민생치안 대작
전”
이라는 부제에 식물검역 현장검사 장면과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고, 조선일보 및 경향
신문 등 중앙일간지에 식물검역전반에 대하여
보도되는 등 TV와 신문을 통해 식물검역강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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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무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식물검역
검사대 개선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의 2대의 식물검역 검사대를 하나로 연
결하여 식물검역 전용 검사대로 개조하여 휴
대식물 검역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부각시
키고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개선 전에는 입국검사대와 세관 X-ray 사이
에 2대의 검사대를 설치하여 검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능률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식물검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개선 후에는 식물검역 로고를 부착
하고 식물검역 장소임을 표시하였으며 기존
스테인레스 검사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6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중국산 양딸기묘 수입검사
평택사무소는‘08.9.9~9.24까지 수출국 재
배지 검사에서 합격한 양딸기묘 5,120,000개
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였다. 양딸기묘
는 대한국 수출용 박스에 500개 단위로 포장
되었고, 초장이 30∼50㎝로, 뿌리부위가 세척
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수입검사 결과 긴노린
재과, 딱정벌레 유충이 발견된 212,500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흙이 부착된
23,000개는 소각 폐기 하였다.

지원·사무소
지·출장소 소식
소식

영남지원
아침을 여는 YNS(영남지원 방송국) 개국
영남지원(지원장 신현관)에서는 화합하는
조직문화 달성과 신나는 일터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 7일「아침을 여는 YNS(영남
지원 방송국)」
을 개국, 각 계 및 사무소 단위로
1주일씩 매일 아침 08:50~09:00(10분간)
매우 재미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재미있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YNS는 기존의 라디오 사내방송의 한계를 과
감하게 탈피, 전 직원이 직접 제작한 TV 영상
생방송이라는 한 단계 더 Up-grade된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직문화의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
임을 창출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숨은 재능까지 발굴·응집시킴
으로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
화를 형성하고 있다.

YNS는 우리원 각 기관에 보급된 병해충 원
격진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
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Site(africa
TV)로 영상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화합을 위한「영남지원의 노래」
제작·보급

주요 방송 콘텐츠로는 직원 칭찬하기, 생일
및 기념일 축하, 음악과 명시 감상, 주요 식물
검역 정보안내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자를 전화
로 연결하여 해외특파원 소식과 본원 및 타 지
원 직원 인터뷰 등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지원은‘신병 교육대’
라고 불릴 만큼 젊
은 직원의 비중이 높고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
여 직원간의 관계가 소원해 질 우려가 있어,
지원장의 아이디어로「영남지원의 노래」
를공
모하여 CD 앨범형태로 제작·보급하였다. 노
래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편하게 유행가 개사
곡으로 만들어 졌으며 총 17편의 응모작 가운
데 수출입 농산물무역의 중심지인 부산항을
잘 나타내고 우리지원의 특성과 애환을 잘 살
린 작품 1편을 선정하여 음악전문스튜디오에
서 직원이 직접 노래를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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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의 노래는 각종 대내외 행사는 물론
비공식적인 모임과 회식장소에 이르기까지 서
로 어울려 노래함으로서 신나는 일터 만들기
는 물론 직원간의 화합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
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ISO 9001:2001 인증 유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은 '08. 8. 27
KOTRIC 인증센터로부터 수출입식물 검역서
비스 전반에 대한 ISO 9001:2001(품질경영시
스템) 사후관리 심사를 받은 결과 인증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 영남지원은 수출입식물 검역서비스 전반
에 대하여 지난해 9. 14. KOTRIC 인증센
터로부터 ISO 9001:2001 인증을 받았다.

영남지원의 따뜻한 심장 - 한사랑봉사회
영남지원에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다. 우
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하여 1992년
10월 부산지소(현 영남지원) 직원 8명이 최초
로 결성한 한사랑봉사회(회장 곽춘석)는 현재
48명의 회원이 아무도 모르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전 회원이 매월 회비 1만원씩 모금하여 지금
까지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총 5,000
만원 이상의 성금을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하
고 있는데, 본 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매
월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과
세계아동기금(유니세프)에 후원금을 전달하
고, 분기별로는 사회복지시설단체인 성모의
마을, 애덕의 집, 소년의 집 등을 직접 방문하
여 봉사활동과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방문하고 있다.
특히, 부산 가톨릭맹인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애덕의 집은 앞을 볼 수 없는 무의탁 할머님들
이 계시고, 어린 고아, 청소년, 노약자들이 생
활하는 성모의 마을,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함
께 사는 소년의 집 등에는 한평생을 사회에 봉
사하며 거룩하고 고귀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
신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
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헛되고 헛되이 살
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봉사회원의 마음은 한결같다.‘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반쪽이 아니라 기
쁨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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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
지·출장소 소식
소식

담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그늘지고 외로운 곳을 찾아다
니며 바람 찬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

경우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구미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
국제결혼 이민자 식물검역안내 교육
국립식물검역원 김해공항사무소(소장 김문
식)는 10.8일 고객과 함께 찾아가는 홍보의 일
환으로 국제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부산 사하구 관내 국제결혼 이민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고국방문 후 귀국하면서 망고, 파파야, 레몬
등 금지과일의 무분별한 반입을 사전에 차단
해 외래 병충해로 부터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흙이 묻어 있는
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폐기처분된다”
며
“생과실, 종자, 묘목류 등 식물류를 반입할

상주 원황배 미국·대만 첫 수출검역
구미사무소는 지난 8월 14일 상주 외서농협
선과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원황배 13.6톤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수출한 배는 8월 11일 입국한 미국검
역관 Mike McGovern과 함께 한·미 합동검
사에서 합격한 '08년산 원황배 13.6톤으로써,
우리 배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널리 홍보
함은 물론 국내 가격안정, 외화획득은 물론 어
려움에 처한 우리 농가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970
톤을 수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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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무소
중국산 헤어리베치(털갈귀덩쿨)종자
관리병원균 검출로 반송 조치
영남지원 양산사무소는 '08. 7. 10. 중국에서
수입된 헤어리베치 종자 75톤 검사결과 우리
나라에 유입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곰팡이(Acremoniella
atra, 관리병원균)가
검출되어 ’
08. 7. 24.
반송 조치하였다.

학습동아리 세미나 개최
- 학습동아리명 : 병해충 분류동정 능력 향
상 및 장비 활용도 제고
호남지원은 8월 21일 중부격리 재배관리소
서수정 연구사를 초빙하여 깍지벌레류 분류동
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
는 수출 시즌에 맞춰 검역관들의 수출 배에서
검출되는 가루깍지벌레의 분류 동정 능력 향
상을 위한 자리로 각 사무소의 해충 팀원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호남지원
대만 수출 배 선과전문가 교육실시
호남지원(지원장 이춘진)은 2008년산 생과
실 선과전문가 육성을 위해 7월 16일, 25일에
걸쳐 고창배영농조합 등 3곳 선과장에서 선과
전문가 및 수출업체 종사자 등 21명을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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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편·불만해소위원회 개최
‘08. 9.25일 호남목재 원경연 검사 불편·
불만해소 위원회공동위장 등 9명의 위원과
검역관 등 모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사무소
지·출장소 소식
소식

제주지원
식검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테마 행사
제주지원(지원장 강병철)은 '08.8.2.「신나는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지원직원 및 가족 등
27명이 참여한 가운데“활기찬 직장, 화목한
가정! 우리 모두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라
는 테마로 직원자녀 부모직장 알기, 직원과 가
족이 함께하는 문화탐방 및 바다체험 등 행사
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지원 직원자녀들이 여름방
학을 맞이하여 지원을 방문 식물검역홍보관
견학, 실험실 전자현미경 유전자분석장치 첨
단과학장비 시연 등을 체험함으로써 엄마·아
빠의 국가를 위한 공익적인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국립박물관관람

행사를 마치며

더덕 판매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기법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 중부격리재배관리소(소장
이병희)는 8월1(금)~2(토)일 중부격리재배
관리소(3층 회의실)에서 병해충의 분자생물
학적 분류동정 기법을 식물검역기술로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간 의견교환 및 새로운
지식 공유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
기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
회에서는 식물검역원내 분자생물학적 분류동
정 기법의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병해충 전공
분야간 방법론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새롭
게 밝혀지는 지식 및 최근 연구방향에 대한
연구자간 공유 및 특히 검역현장에 효과적
으로 활용할 기법개발 정립 등에 대해서 심층
있게 논의되었다

1사1촌마을 특산품 더덕 판매 행사 지원
제주지원은 '08.9.21.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2008.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
평생학습축제」지역명품브랜드 홍보관에서
1사1촌결연마을 특산품 더덕상품 판매행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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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천도서
-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저자 : 공 지 영
출판사 오픈하우스 2008년 03월 | 12,000원

책소개
■ 공지영 산문집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소설가 공지영이 2년 만에 펴낸
이 산문집은 소설
「즐거운 나의 집」
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다.
「즐거운 나의 집」
의 주인공 위녕
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위녕은 단순히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아닌 작가의 실제 딸이다. 공지영은 작가로서의 입장을 버리고, 평범한 엄마의 마음으로 딸 위녕
을 대한다.
■ 이 책은 작가가 10대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딸 위녕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머니 공지영'은 충고나 잔소리 대신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랑에 대해, 우정에 대해, 직업에 대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딸과 함께 독서체험을 공유하며
책을 통해 인생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다시 20대 여자 아이로 돌아가 딸과 같이 생각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 딸에게 조곤조곤 들려주는 삶의 메시지는, 세상과 자신의 삶을 성찰한 원숙한 작가의 내면세계
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책 전반에 흐르는 작가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으며, 어제를 밑바탕으로 삼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작가는 딸 위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응원한다.
[양장본]

저 자 _ 공지영
1988년《창작과 비평》가을호에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착한 여자》
《봉순이 언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즐거운 나의
집》
이 있고, 소설집《인간에 대한 예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별들의 들판》
, 산문집《상처 없는
영혼》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등이 있다. 21세기문학상과 한국 소설문
학상, 오영수 문학상, 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제10회 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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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역자료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실적
2008.7.1.∼9.30. 현재

구

분

총

해충

병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계

94

1,464

112

1,295

143

1,485

소 계
곤충류
응애류
선충류
달팽이류
소 계
진 균
세 균
바이러스

82
76
1
3
2
12
4
6

1,441
1,432
1
4
4
23
5
13

108
96
2
4
6
4
4
-

1,290
1,249
5
13
23
5
5
-

110
93
16
1
33
25
-

1,101
1,052
48
1
384
371
-

2

5

-

-

8

13

잡

초

’
08.7.1∼9.30. 현재까지 수입식물에서 검
출된 병해충은 총 349종 4,244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94종(27%) 1,464건(34%)이
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12종(32%)
1,295건(31%), 비검역병해충은 143종
(41%) 1,485건(35%)이었다.
규제병해충 94종 1,464건 중 해충이 82종
(87%) 1,441건(98%)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12종(13%) 23건(2%)이 검출되었다. 해충
의 경우 곤충(1,432건 99%)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달팽이 4건, 선충 4건, 응애 1
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13
건, 진균 5건, 잡초 5건이 검출되었다.

며 병은 4종(4%) 5건(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249건 97%)이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달팽이 23건, 선충 13건,
응애 5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5건
이 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143종 1,485건 중 해충이
110종(77%) 1,101건(74%)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33종(23%) 384건(26%)이 검출되었
다. 해충의 경우 곤충(1,052건 96%)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48건, 달팽이 1
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371건
9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잡초 13건
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112종 1,295건 중 해충이
108종(96%) 1,290건(99%)이 검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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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총괄)
2008.1.1.~9.30.

검역량
구분

검역결과('08.)
전년
대비
(%)

단위
'08.(A)

'07.

폐 기·
반송

소독

처분
비율
(%)
(B/A)

계(B)

건수

건

2,640,728

3,128,270

84

31,693

40,562

72,255

3

곡류,특작류 등

톤

31,017,936

35,833,018

87

2,430,30
4

13,946

2,444,250

8

목재류

천㎥

5,202

6,070

86

4,236

-

4,236

81

묘목,구근류 등

천개

9,718,453

12,098 2,886,128

2,898,226

30

건수

건

51,383

55,510

93

9,579

5

9,584

19

곡류,특작류 등

톤

103,019

263,979

39

169

44

213

-

목재류

천㎥

13

82

16

5

-

5

38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7,192

544,515

33

657

4

661

-

건수

건

2,589,345

3,072,760

84

22,114

40,557

62,671

2

곡류,특작류 등

톤

30,914,917

35,569,039

87 2,430,135

13,902

2,444,037

8

목재류

천㎥

5,189

5,988

-

4,231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9,541,261

11,441 2,886,124

2,897,565

30

총계

898,049 1,082

수출

수입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포함)

68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87

353,534 2,699

4,231

수출입식물 검역실적(화물)
2008.1.1.~9.30.

검역량
구분

검역결과('08.)
전년
대비
(%)

단위
'08.(A)

'07.

폐 기·
반송

소독

처분
비율
(%)
(B/A)

계(B)

건수

건

153,221

156,722

98

31,664

1,267

32,931

21

곡류,특작류 등

톤

19,181,732

17,853,263

107

2,430,231

13,611

2,443,842

13

목재류

천㎥

5,202

6,070

86

4,236

-

4,236

81

묘목,구근류 등

천개

216,166

199,140

109

12,097

5,407

17,504

8

건수

건

35,202

36,591

96

9,572

5

9,577

27

곡류,특작류 등

톤

102,618

263,347

39

169

44

213

-

목재류

천㎥

13

82

16

5

-

5

38

묘목,구근류 등

천개

43,748

42,055

104

657

4

661

2

건수

건

118,019

120,131

98

22,092

1,262

23,354

20

곡류,특작류 등

톤

19,079,114

17,589,916

108 2,430,062

13,567

2,443,629

13

목재류

천㎥

5,189

5,988

87

4,231

-

4,231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2,418

157,085

110

11,440

5,403

16,843

10

총계

수출

수입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방제용유용동물 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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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주요품목 검역실적(화물)
식물명

'08.(A)

단위
건수

'07.(B)

수량

건수

대비(A/B, %)

수량

건수

주요 상대국

수량

종려묘목

천개

87

97

2

1

4,350

8,818

마늘

톤

761

8,052

556

5,217

137

154

북한,일본

배추

톤

414

2,241

311

1,101

133

204

대만,캐나다

사과

톤

240

693

191

89

126

775

대만,싱가포르

수

피망

톤

2,708

12,647

2,314

11,466

117

110

일본,미국

출

배

톤

1,022

11,158

879

8,550

116

131

미국,대만

감귤

톤

234

6,464

222

547

105

1,181

러사아,북한

무

톤

256

1,030

312

3,604

82

29

미국,러시아

토마토

톤

669

429

957

925

70

46

일본,괌

볏짚

톤

20

311

248

10,900

8

3

일본,북한

양배추

톤

228

2,590

73

239

312

1,083

주정박

톤

1,102

345,579

436

130,544

253

265

미국,중국

단백피

톤

564

517,270

248

252,009

227

205

중국

대파

톤

238

2,036

111

217

214

939

중국

칠레송각재

천㎥

320

88

168

73

190

122

칠레

옥수수(사료용)

톤

1,970

6,467,392

1,065

5,299,962

185

122

미국,브라질

오렌지

톤

6,029

104,999

3,634

69,397

166

151

미국,남아공

서양란절화

천개

515

2,924

322

2,231

160

131

태국,말레이지아

피마자박

톤

212

251,423

138

176,182

154

143

인도,중국

단풍나무각재

천㎥

412

11

285

9

145

132

중국,캐나다

소맥피펠렛

톤

393

316,917

274

268,444

143

118

인도네시아

삼나무각재

천㎥

652

108

473

25

138

433

중국,일본

카네이션절화

천개

203

14,216

151

6,980

134

204

중국

바나나

톤

5,093

206,592

6,367

241,883

80

85

필리핀

호두

톤

346

3,977

435

5,638

80

71

미국,북한

브로콜리

톤

793

5,332

1,023

7,869

78

68

중국

건고사리

톤

573

3,040

768

3,764

75

81

중국

산스베리아묘

천개

416

14,762

581

21,627

72

68

중국,말레이지아

동양란묘

천개

1,532

14,599

2,157

15,778

71

93

대만,중국

자몽

톤

252

3,893

360

4,982

70

78

미국

참다래

톤

485

25,287

774

29,316

63

86

뉴질랜드,칠레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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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싱가포르

중국

13 원내동정/인사·해외출장
▶▶ 전

보

소

직급(위)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국립종자원

행정사무관

신영헌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

’
08.7.3

전입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농업사무관

이건중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장

’
08.7.3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농업서기

정훈기

중부지원
검역2과

’
08.8.4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서기

홍면기

영남지원
검역1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관리과

사무원10급

김지영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
08.9.8

▶▶ 휴

속

직

소 속

직급(위)

성명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서기

김민경

’
08.7.14 ~ ’
09.7.13

’
08.7.14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이미희

’
08.7.21 ∼ ’
09.7.20

’
08.7.18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서기

김효진

’
08.8.4 ∼ ’
09.8.3

’
08.8.4

▶▶ 퇴

전입

기

간

발령일

비고

직

소 속

직급(위)

성명

퇴 직 일

영남지원 사상사무소

사무원8급

손수경

’
08.8.3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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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발령

소 속

직급(위)

성명

대우직급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

남봉우

농업사무관

중부지원 서울세관사무소

농업주사보

이재승

농업주사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농업주사보

박순구

〃

제주지원

농업주사보

좌재광

〃

소 속

직급(위)

성명

발령직급

제주지원 제주공항사무소

사무원9급

김미령

사무원 8급

소 속

직급(위)

성명

발령일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연구사시보

이부자

’
08.07.01

국립식물검역원

〃

김현주

〃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시보

김동우

’
08.08.01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

이현무

〃

비고

▶▶ 근속승진

비고

▶▶ 정규공무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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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해외출장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농업주사

박인영

대만산 망고 현지검사

5.6 ~ 8.14

대만

농업주사보

신언항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현지검사

6.1 ~ 8.1

호주

중부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보

구윤모

08년 2차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현지검사

7.11 ~ 9.25

남아공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문광옥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현지 포장검사

8.4 ~ 8.14

중국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보

홍순민

중국산 양딸기묘 재배지 현지 포장검사

8.4 ~ 8.14

중국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정영철

7.12 ~ 7.25

태국

위험평가과

농업연구사

이종호

7.13 ~ 7.20

태국

운영지원과

서기관

전종철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

7.20 ~ 7.27

호주

국제검역협력과

기술서기관

박창용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

7.20 ~ 7.27

호주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주사보

유창목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

7.20 ~ 7.27

호주

위험평가과

농업사무관

권명영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

7.20 ~ 7.27

호주

위험평가과

농업연구사

이종호

한·호주 식물검역회의 참석

7.20 ~ 7.27

호주

위험평가과

기술서기관

김익현

수입금지식물중 조건부 수입허용품목의
현지검역실태조사

8.25 ~ 8.31

필리핀

농업주사

문희중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CIQ관계기관
실무협의 참석

8.26 ~ 9.2

중국
러시아

농업주사보

박호철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 워크샵 참석

8.27 ~ 8.31

태국

농업연구사

임규옥

규제물품의 현지검역 전문가 작업단 회의

8.30 ~ 9.7

잠비아

농업주사

현우택

9.14 ~ 12.14

필리핀

농업주사보

문병천

9.14 ~ 12.14

필리핀

국제검역 협력과

농업서기

김도남

9.20 ~ 9.28

멕시코

방제과

농업주사

박민구

CA처리 및 훈증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참석

9.20 ~ 9.28

중국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농업사무관

서동식

평택 PORT SALES 중국설명회 행사 참석

9.7 ~ 9.11

중국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농업주사

이시원

평택항 선상워크샵 행사 참석

9.30 ~ 10.4

중국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영남지원
자성대사무소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국제검역
협력과
국제검역
협력과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IPPC/PFA 작업단회의 및
APPPC 작업단회의 참석
APPPC 식물위생조치관련 지역기준안 검토
워크숍 참석

08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 현지검사
08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 현지검사
멕시코산 아보카도
예찰활동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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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식물검역 정책고객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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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고객 등록신청서 >
이

름

e-mail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업체명

▣ 신청방법 :
ㅇ 뉴스레터 사이트에서 구독신청(http://enews.npqs.go.kr) 또는
ㅇ 이메일 신청 : (shim@npqs.go.kr), FAX 신청 : 031-448-6429
※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담당 심동욱)로 문의(☎ 031-449-0524)
▣ 식물검역 뉴스레터 사이트 : http://enews.npqs.go.kr

74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본

인천공항지원
(032-740-2072)

중부지원
(032-433-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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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2-6988)

호남지원
(063-467-3456)

제주지원
(064-728-5410)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영남지원

(055-335-0210)

(051-467-0442)

식물검역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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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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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외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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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로 22(도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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