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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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610 | FAX 031)420-7603
E-mail his58@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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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대

국립식물검역원장 취임인사
- 세계 최고의 식물검역기관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존경하는 농업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금번에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식물검역원
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식물검역원은 1978년 설립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성공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검역인력과 시설의 확충, 검역기법의 연구와 개발,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검역행정서비스
향상 부분 등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같은 훌륭한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식물검역업무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식물검역원이 농업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농업과 식물검역을 둘러싼 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FTA·DDA협상 등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대응분야
에서도 우리 식물검역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여건을 검토
하여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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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제16대 국립식물검역원장

배인태

아울러,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등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식물검역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림산물 수출입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12.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배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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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오믹스의 이해 및
검역적 활용

인간

의 진화, 질병의 원인, 유전적 형질과 환경사이의 상호작
용 등을 이해하고자 시작된 human genome project

(게놈 염기서열 분석)는 미국에서 1990년 초반에 30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되어, 현재 인간은 물론, 대장균, 효모, 초파리, 애기장대등 다양한
생물에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학적 공식
처럼, 게놈 염기서열에서 많은 정답을 기대했지만, 실상 수천, 수만 조각
의 퍼즐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고,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위한
도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전사를 통해 생성되는 RNA와 RNA에서 번역되어
지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그림 1)에서 세포내 단백질을
연구하는 프로테오믹스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어 졌다.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이학박사 이 부 자
chunds@npqs.go.kr

그림 1. 세포의 생물학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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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내 chromosome에는 약 30,000개의 유

백질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백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DNA로부터 전사를 통해

질은 고유의 PI(isoelectric point)값, 단백질의

RNA가 생성되고, RNA 번역을 통하여 약

전하가 0이 되는 pH 값을 가지는데, 단백질 추

1,000,000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출액을 strip이라고 불리는 gel에 흡수 시키고

만들어진 단백질은 세포내에서 생물학적 기능

8000V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각각의 단백질

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들은 여러 개의 다른 단

은 PI 값에 따라 first dimension이 된다. first

백질들과 특유의 기능을 연계하여 역할을 하게

dimension이 끝난 strip을 vertical SDS-

된다.

PAGE gel을 이용하여 분자량(molecular

프로테오믹스라는 말은 1995년 세포를 구성
하는 단백질(protein, proteome)의 대량 분류
동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프로테오믹스
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 개체, 세포기관등 시료
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을 SDS-PAGE gel에
펼쳐 분석할 수 있어 게놈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유전자의 세포내 발현정도를 한눈
에 알 수 있고, 세포내 특정 기관(핵, 세포질, 세
포막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프로테오믹스의 과정은 먼저, 내가 찾고자

weight)에 따라 second dimension을 하면 개
개의 단백질은 spo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Melani등의 이미지 분석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개된 단백질들의 spot을 분석하여, 그 중
target 단백질을 선별하게 된다. 이때 반복실험
을 통하여 spot의 재현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좋다. 선정된 spot을 물리적으로 gel로부터
추출하고, spot이 포함되어 있는 gel을 trypsin
으로 In-gel digestion하게 되면 target 단백질
이 여러 조각의 peptide로 나눠지게 된다.

하는 단백질(target protein)
의 특징을 예측하여 적합한 추
출 버퍼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target 단백
질이 핵 또는 세포질, 세포막
에 있는지, 수용성 인지 불용
성 단백질 인지의 여부를 예측
하면 그에 적합한 단백질 추출
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 전체의 단

그림 2. Proteomics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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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들은 질량분석기(MALD-TOF)로 각각

고추에 있어서 Tobacco mosaic virus(TMV)

의 질량값(mass)을 측정하면 peptide의 질량값

가 감염이 되면 감염된 부위의 세포들을 국지적

이 수치화 된다. 최종적으로 database에 등록된

으로 사멸시키면서 병원균이 세포내에서 생장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단백질로 번역했을 때 생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주

성되는 peptide의 예상 질량값과 비교하여

변 세포로 하여금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

target 단백질이 분류동정 된다(그림 2).

시킨다. 병저항성의 중요한 포인트인 세포사멸

프로테오믹스는 2-D는 물론 2-D에서 SDSPAGE gel에 펼쳐지는 단백질 spot들을 분류하
고 각 단백질의 세포내 기능에 대한 연구를 포
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
지만 특히 동정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특징을 어
느 정도 파악하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백질 분석 기술의 발달로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2-D의 단점이 많이 극복되었지만 반복실험을
통하여 선택한 단백질 spot의 재현성을 확인하
는 것이 좋다.

기작은 핵에서 chromosome의 DNA가 잘려 나
가면서(DNA fragmentation) 시작된다. 병저항
성의 중요한 과정인 국지적 세포사멸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병원균 침임 이후 세포의 핵에서
어떤 단백질들이 이러한 기작에 관여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프로테오믹스기법을 적용하였
다. TMV 감염시킨 고추 및 감염되지 않은 고추
의 핵으로부터 total 단백질을 분리하여, 2-D를
실시하였고, 새롭게 발현하는 spot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핵에서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동정 되었다(그림3),(표 1).

표 1. TMV의 감염에 의해 발현되는 고추의 핵단백질. 표에 명시된 단백질들은 문헌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핵에 존재하는 단백
질들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반응 또는 세포사멸 기작에 수반되는 단백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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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MV의 감염에 따른 고추의 핵단백질의 변화. A.
TMV 감염된 고추의 핵단백질 구성 B. 일반 고추의
핵단백질 구성. 고추로부터 핵을 분리하고 핵의
total protein으로 2-D 수행. TMV 감염에 의해
발현되는 약 29개의 단백질 spot을 분리하여 분류
동정을 시도하였다.

그 중 26S proteasome subunit RPN7은 세

또한 과발현 시킨 고추의 잎으로부터 genomic

포내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단백질을 기능에 맞

DNA를 추출하여 관찰한 결과, 세로사멸 과정의

게끔 변형시켜주는 chaperon의 구성 성분중 하

단계중 하나인 DNA fragmentation이 발생하

나로, 세포의 생명유지, 세포 분열등과 같은 다

는 것을 관찰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단백질은

양한 과정에 수반된다. 이 단백질은 또한 핵막

TMV 감염에 의한 고추식물의 저항성반응에서

에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양파 표

세포사멸과정 중에서 chromosome의 DNA

피 세포에 과발현 시켰을 때, 핵에서 발현되는

fragmentation 기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것을 확인하였고, 고추에서는 국지적 세포사멸

생각된다.

로 보이는 현상이 잎에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CaRPN7 단백질의 세포내 과발현에 의한 세포 사멸 및 핵내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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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격리재배 식물에서 바이러스 검사법은

따라 peptide 분석법 또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

ELISA방법과 PCR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생물의

있으나, 두 방법 모두 이미 분류동정이 되어 있

유전정보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어, 프로테오

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

믹스는 식물검역의 최첨단 검사법으로 발전 가

점이 있다. 따라서 격리재배과정에서 이상증상

능성이 높다.

이 발현하는 식물은 기존의 검사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프로테오믹스는
시료로부터 미지의 단백질을 분류해내고,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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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검고시
▶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7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수입을 허용하는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0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번
호

학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고

화분
매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허용일: ’
02. 11. 14.)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먹이: Tetranychus urticae Koch)

칠레이리응애
(먹이 : 점박이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1. 24.)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3. 4.)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3. 4.)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4. 11.)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4. 11.)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6. 3.)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오이이리응애
(먹이 : 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3. 6. 3.)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상동
(허용일: ’
04. 6. 12.)
상동
(허용일: ’
04. 8. 10.)

연구용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9

검역정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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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고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허용일: ’
05. 8. 31.)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5. 12. 26.)

13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가는뿔다리좀응애
(먹이: 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6. 10. 9.)

14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먹이: Carpoglyphus lactis (L.))

지중해이리응애
(먹이: 설탕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6. 10. 9.)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7. 5. 30.)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7. 5. 30.)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7. 10. 16.)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허용일: ’
08. 7. 14.)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상동
(허용일: ’
08. 10. 6.)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4호(2008.7.14.)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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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8호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2호, ’
08.3.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제나목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관리병해충 목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요약
1. 법적 근거
○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제나목

2. 개정 사유
○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34종을 관리병해충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2로 고시된 관리병해충 2,100종에 더하여 새로운 병해충을 관리병
해충으로 추가지정 : 34종

4. 개정이후 관리병해충 수
○ 관리병해충 : 2,134종(병 502, 해충 1,612, 잡초 20)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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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해충 추가지정 목록
□ 관리병해충 : 34종(병 1, 잡초 4, 해충 29)
구 분
1

진 균 (1종)

Coleosporium plumeriae

2

잡 초 (4종)

Orobanche spp.

3

Centaurea solstitialis

4

Linaria dalmatica

5

Iva xanthifolia

6

12

병 해 충 명(학 명)

해 충(29종)

Thrips fuscipennis Haliday

7

Thrips parvispinus Karny

8

Oxycarenus hyalinipennis Costa

9

Oxycarenus lavaterae Fabricius

10

Rhyparochromus vulgaris Schilling

11

Erthesina fullo Thunberg

12

Philaenus spumarius Linnaeus

13

Homalodisca vitripennis

14

Hordeolicoccus nephelii Takahashi

15

Neotrionymus monstatus Borchsenius

16

Drepanococcus chiton Green

17

Pulvinaria cacao Williums & Watson

18

Pinnaspis musae Takagi

19

Dysides obscurus

20

Litargus connexus Fourcroy

21

Callidium villosulum Fairmaire

22

Sagra femorata Drury

23

Linogeraeus urbanus Boheman

24

Megaplatypus mutatus

25

Platypus quercivorus

26

Capua intractana Walker

27

Cameraria ohridella

28

Darna pallivita

29

Thaumetopoea processionea

30

Steneotarsonemus spinki

31

Subanguina radicicola

32

Heterodera zeae

33

Punctodera chalcoensis

34

Lehmannia valentiana Ferus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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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9호
식물방역법 제9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사요령(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4호, '06. 5.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격리재배검사요령 일부개정
격리재배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격리재배 장소등) ① 제3조의 격리재배 대상종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격리재배 대상종자는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 수입수량이 3천개(자구는 10kg)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품목당 50개
2. 양딸기묘, 장미나무의 묘목·삽수 : 품목당 50개
3.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품목당 10kg
4. 벚나무·과수류의 묘목 및 삽수 : 품목당 50개(삽수는 삽목하려는 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수입검사 신청된 식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국가포장에 대한 품목별 재배수량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내실있는
격리재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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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국가포장 재배수량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격리재배 대상종자에 대하여는“지정포장”
에서의 검사와 더불어 일부 수량에
대해“국가포장”
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나, 품목별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과다하여 일부 격리재배명령 건의 경우에는 지정포장에서만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함.
(2) 이에 국가포장의 전체 면적과 국가포장 재배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품목
별(검사단위별) 적정수량을 산출, 국가포장 재배수량을 축소, 조정하려 함
(3) 건별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축소되는 경우 개별 수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
은 수량을 지정포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국가 입장에
서는 보다 많은 건수에 대해 이중적 안전장치로서의 국가포장 검사를 가능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10호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일부개정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
개정내용 : 검사결과 병해충 검출은 없었으나 법규 위반사항(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식물 : 소각, 매몰, 분쇄, 퇴비화 또는 반송할 수
있다

부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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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식
북미식물보호기구,
북미출항 선박 검사 의무화 기준채택을 연기하기로
아시아매미나방관련 우리나라에서 북미출항
선박검사의무화를 논의하는 회의(제32차 북미
식물보호기구 정례회의)가 10월 20일부터 24일
까지 5일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었다
※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은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지역에 주로 분포
하며 참나무, 밤나무 등 600여종의 산림,
과수를 가해하는 해충임
금번 회의는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주관
하에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한국과
일본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식물보호분
야 지역기준 협의 및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NAPPO측이 추진중
인『아시아매미나방(AGM)관련 선박검사의무화
지역기준(안)』
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의 위험수
준에 비해 국제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동기준 채택을 연기하
고 그 적용범위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발생밀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검
사가 면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매미나방 저발
생지역국가로 분류되어 선박검사가 면제되
어 왔다

※ 북미식물보호기구의 기준(안)은 아시아
매미나방(AGM)이 분포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분포국가에서 북미지역으로 출
항하는 선박(화물포함)에 대한 검사와 미
감염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
NAPPO측은 기준안 제정목적이 북미지역으
로의 아시아매미나방 유입방지를 위한 기본지
침을 정하는 것이며, 향후 북미지역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AGM분포국가들(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 한다
는 계획을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기준채택은 연기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마련, 금년 11-12월중 한·중·일을
방문하여 개별국가간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
반기(3-4월) 최종안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향후 국립식물검역원은 NAPPO측 대표단 방
한시 우리나라가 선박검사 대상에서 면제되어
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고 같은 입장인 중국, 일
본과 공동 대응하여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NAPPO의 기준(안)이 선박의 물류·유
통, 방제활동과 관련되므로 국토해양부, 산림
청,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상동
향을 전파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
획이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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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NAPPO)의
아시아매미나방관련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의 일반적 특징

□ 선박검사의무화 기준(안)의 주요내용

□ AGM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분포하며
600여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산림해충.

○ 목적 : 아시아매미나방(AGM)의 북미지역
유입 및 정착을 차단하기위한 기준
마련
-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별로 세부
식물위생요건을 마련하여 시행
○ 적용범위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AGM 감염지역 항구를 출항
또는 경유한 후 북미지역으로
향하는 선박과 화물

○ 학명 : Lymantria dispar (Linnaeus)
○ 분류학적 위치 : Lepidoptera (나비목)
Lymantriidae (독나방과)
○ 분포 :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
○ 기주 : 산림·과수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일반 수목류
등 다양하다.

○ 규제기간
- AGM 분포국가 : AGM 암컷이 산란하는
시기(한국은 6월-9월)
- 북미국가 : 알이 부화하여 유충상태로
확산 분포하기 쉬운 시기(3월-11월중)
○ 위험관리방안
- AGM 분포국가 : 위험감소를 위한 제도
적조치, 무발생지역유지 및 선박검사시행
- 모든 선박(화물포함)에 대해 대한 AGM
미감염 증명 의무화
- 북미국가 : AGM 미감염증명서 확인,
선박과 화물에 대한 AGM검사실시
○ 요건 미준수시 북미국가 조치내용
-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입항거부
- AGM 발견시 영해 밖에서 제거하고 재검
사를 실시한 후 최종 입항여부결정
- 불이행 사례 반복시 수출국 관리방안을
정밀하게 재검토, 재검토 기간동안 입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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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성충

○ 생태 : 년 1회 발생하고 난괴로 월동한다.
월동 난은 5∼6월 부화하는데, 주간에는
으슥한 곳에 머물러 있고, 야간에 잎으로
이동하여 폭식한다. 7월 상순에 나무가지
사이에다 엉성한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며 7월 중하순에 성충이 나타나 월동난
을 낳는다.
○ 형태 : 수컷 성충은 흑갈색이며 날개를 편
길이가 50mm이고, 암컷은 유백색 바탕
날개에 담홍색의 띠가 4개 있으며 날개의
외연에는 흑색점이 열을 지어 있고
80mm 정도이다 .

검역정보

□ 항구 불빛에 유인된 암컷이 선박에 알을 낳는 습성 때문에 북미지역 국가들은 유입 방지를 위해
분포 국가를 경유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요구

알 : 월동

성충 : 6월 하순에서
8월초

유충 : 45 ~ 66일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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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과실류,절화류 및 종자류 수입요건 통보
- 식물위생증명서상의 부기사항 [과실]
제3국에서 식물과 식물성산물의 수입 - 식물위생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속

감
귤
속
·
금
귤
속
·
탱
자
속

감
귤
속
·
금
귤
속
·
탱
자
속

18

원
산
지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
조항
부록
ⅣAⅠ,
16.2. (a)
or (b)
or (c)

제
3
국
가

and
부록
ⅣAⅠ,
16.3. (a)
or (b)
or (c)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a) 과실이 감귤궤양병(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으로 인정
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감귤궤양병(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생으로 인정
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감귤궤양병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은 감귤궤양병의
병징이 보이지 않으며, 과실은 Sodium Orthophenylphenate와 같
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과실은 등록된 선과장에서 포장되었음.
그리고 (a) 과실이 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국가
에서 생산되었거나,
(b) 과실이 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
되었거나,
(c) 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에서
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a) 과실이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
생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제
3
국
가

부록
ⅣAⅠ,
16.4. (a)
or (b)
or (c)
o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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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실이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 무발
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c) Guignardia citricarpa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은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의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d) 과실은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에 대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었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에서 Guignardia citricarpa(감귤에 병원성 있는
모든 계통)의 병징을 볼 수 없었음.

비
고

검역정보

속

감
귤
속
·
금
귤
속
·
탱
자
속

원
산
지

EUDirective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2000/29/E
C의 관련조항

비
고

(a) 과실이 Tephritidae 무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Tephritidae
(비유럽계통)이
발생하는 것으
로 알 려 진
제3국가

부록
ⅣAⅠ,
16.5. (a)
or (b)
or (c)
or (d)

(b) Tephritidae의 증상이 최근 생육이 시작된
이후 생산포장이나 이웃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최소한 공식적인 검사가 수확되기
3개월 전부터 매달 수행되었고, 생산 장소에서
수확한 모든 과실에서 Tephritidae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거나,
(c) 과실은 대표표본에 대한 적절한 공식적인 조사
에서 모든 발육단계에서 Tephritidae가 발생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거나,
(d) 과실은 적절한 소독처리를 받았음.

복
숭
아
속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16.,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16.,
두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16.,
세 번째
요건

- 과일은 Monilinia fructicola가 무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과실이 Monilinia fructicola가 무발생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과실이 Monilinia fructicola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확 전 또는 수출검사 전에
적절한 검사와 소독처리를 하였음.

2.15일
부터
9.30일까지

※ 소독처리의 경우, 항목에“소독처리”
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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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 ]

속

셀러리

여주속
(Momordica)

원
산
지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 조항

제
3
국
가

부록
ⅣAⅠ, 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32.2..
두 번째 요건

제
3
국
가

부록
ⅣAⅠ,36.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36.2.,
두 번째 요건

제
3
국
가

부록
ⅣAⅠ,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32.2.,
두 번째 요건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 잎채소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잎채소를 수출하기 바로 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과일은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과실 수출 바로 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였고
오이총채벌레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 잎채소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잎채소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
(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비
고

잎
채
소

과
실

잎
채
소

바질속
(Ocimum)
비
유
럽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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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AⅠ,45.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45.2.,
두 번째 요건

- 잎채소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잎채소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
(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과
실

검역정보

원
산
지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제
3
국
가

부록
ⅣAⅠ,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32.2.,
두번째 요건

카네이션
(Dianthus)

제
3
국
가

부록
ⅣAⅠ,27.2..
(a) or
부록
ⅣAⅠ, 27.2.,
(b)

에린지움
(Eryngium)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 45.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 번째 요건

제
3
국
가

부록
ⅣAⅠ,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32.2.,
두 번째 요건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45.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45.2.,
두 번째 요건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 45.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 번째 요건

속

카네이션
(Dianthus)

안개꽃
(Gypsophila)

물레나물
(Hypericum)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
(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
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비
고

절
화

식
물
의
일
부
와
절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럽
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
(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가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함.

절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
(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
(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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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리시안서스
(Eustoma)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원
산
지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비

부록
ⅣAⅠ,45.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번째 요건

유
럽
국
가

난초과
(Orchidaceae)

제라늄
(Pelargonium)

제
3
국
가

제
3
국
가

부록
ⅣAⅠ, 27.2.
(a) or
부록
ⅣAⅠ, 27.2.(b).

제
3
국
가

부록
ⅣAⅠ,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32.2.,
두 번째 요건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45.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45.2.,
두 번째 요건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 45.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 번째 요건

미역취
(Solidago)

장미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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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AⅠ,36.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36.2.,
두번째 요건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비
고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
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 과일은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과실 수출 바로 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였고
오이총채벌레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화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
나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
처리가 되었음.
-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
(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가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함.

식
물
의
일
부

절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
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
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화

검역정보

속

원
산
지

EU-Directive
2000/29 /
EC의 관련조항

가지
(Solanum
melongena)

제
3
국
가

부록
ⅣAⅠ, 36.2..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36.2..
두 번째 요건

쑥부쟁이
(Aster spp.)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45.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 번째 요건

구절초
(Dendranthema)

트라첼륨
(Trachelium)

제
3
국
가

비
유
럽
국
가

부록
ⅣAⅠ,32.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32.2.,
두 번째 요건

부록
ⅣAⅠ,27.2..
(a) or
부록
ⅣAⅠ,27.2.,
(b)

부록
ⅣAⅠ,45.2..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45.2.,
두 번째 요건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비
고

- 과일은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과

- 과실 수출 바로 전에 공식적으로 검사하였고 오이총
채벌레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실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
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화

- 절화는 채소잎굴파리(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서 생산되었거나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채소잎굴파리
(Liriomyza sativae)와 Amauromyza maculosa
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식물은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또는 Spodo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
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
가 되었음.

절
화

식
물
의
일
부
와
절
화

- 절화는 담배가루이(비유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절

- 절화 수출 직전에 공식적 검사하여 담배가루이(비유
럽개체군)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함.

화

※ 소독처리의 경우, 항목에“소독처리”
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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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류 ]

속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원
산
지

제
3
국
가

EU-Directive
2000/ 29/
EC의 관련조항

부록
ⅣAⅠ, 47.
(a) or
부록
ⅣAⅠ, 47.
(b)

EU-Directive 2000/29/EC의 관련조항 내용

(a) 종자는 Plasmopara halstedii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b) 생산지역에 분포하는 Plasmopara halstedii의
모든 계통에 저항성 있는 품종에서 생산된 종자
이외의 종자는 Plasmopara halstedii에 대하여
적절한 소독처리가 되어야 함.

(a) 종자는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f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제
3
국
가

부록
ⅣAⅠ,48.
(a) or
부록
ⅣAⅠ,48.
(b) or
부록
ⅣAⅠ,48.(c)
and
EU-Decision
2004/200 /EG,
부록, 1a) or
2004 /200/EG,
부록, 1b) or
2004/200/EG,
부록, 1c)

(b)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f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에
의한 병징이 생육을 완성하는 동안 생산지역의
식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c) 종자는 최소한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fanensis,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에 대
해 대표표본을 이용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검
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에서 이들 유해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부록 1a) 종자는 Pepino mosaic virus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부록 1b) Pepino mosaic virus의 병징이 최종생육
한 세대 동안 생산지역의 식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부록 1c) 종자는 Pepino mosaic virus에 대한 대표
표본을 이용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시험
을 받아야 하며 이 시험에서 Pepino mosaic
virus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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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역정보

속

알팔파
(Medicago
sativa)

벼
(Oryza sativa)

강남콩속
(Phaseolus)

복숭아속
(Prunus)

원산지

EU-Directive
2000/29 /
EC의 관련조항

제3국가

(a) Ditylenchus dipsaci의 병징이 최종 생육
부록
한 세대 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될지 않았
ⅣAⅠ, 49.1.
으며 Ditylenchus dipsaci 가 대표표본에
(a) or
대한 실험실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록
ⅣAⅠ, 49.1.(b) (b) 수출에 앞서 훈증 소독하였음.
AND
AND
부록
ⅣAⅠ, 49.2.(b) - 작물은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insidio년에 고도의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요건 or
알려진 품종에 속하거나
부록
ⅣAⅠ, 49.2.(b). - 종자를 수확할 때 파종 후 4번째 세대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확된 종자가 1년 이상
두 번째 요건 or
경과되지 않았거나
부록
ⅣAⅠ, 49.2.(b). - 활성이 없는 종자가 중량당 0.1%를 초과하
세 번째 요건
지 않음.

제3국가

부록
ⅣAⅠ,50.
(a) or
부록
ⅣAⅠ,50.
(b)

(a) 종자는 적절한 선충검사방법에 의해 공식적
으로 검사하고 Aphelenchoides besseyi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3국가

부록
ⅣAⅠ,51.
(a) or
부록
ⅣAⅠ,51.
(b)

(a) 종자는 Xanthomonas campestris pv.
phaseoli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 생산되었거나

Tomato ringspot virus가
복숭아에 발생되는
국가

부록
ⅣAⅠ,23.2.(a).
첫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 23.2.(a),
두 번째 요건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내용

비
고

(b) 종자는 Aphelenchoides besseyi에 대해
적절한 온탕침지처리 또는 적절한 소독처
리를 받았음.

(b) 종자 대표표본을 실험하여 Xanthomonas
campestris pv. 1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식물은 적절한 조건에서 재배된 식물체로부
터 채취하여 요구된 증명계획 하에서 공식
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최소한 Tomato
ringspot virus에 대해 검사하여 동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 식물은 적절한 조건에서 재배된 식물로부터
채취하였고 최근의 생육 3세대 내에 최소한
한번 Tomato ringspot virus에 대해 공식
적으로 검사하여 동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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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원산지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내용

- 식물은 적절한 조건에서 재배된 식물체
로부터 채취하여 요구된 증명계획 하에
서 공식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최소한
Tomato ringspot virus, Black
raspberry latent virus, Cherry leaf

나무딸기
(Rubus)

Tomato ringspot
virus, Black
raspberry latent
virus, Cherry
leaf roll virus 와
Prunus necrotic
ringspot virus가
발생되는 국가

부록
ⅣAⅠ,24.
(b)(aa),
첫 번째 요건 or
부록
ⅣAⅠ,24.
(b)(aa),
두 번째 요건

roll virus와 Prunus necrotic
ringspot virus에 대해 검사하여 이들
유해병원체가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
하거나
- 식물은 적절한 조건에서 재배된 식물로
부터 채취하였고, 최근의 생육 3세대
내에 최소한 한번 Tomato ringspot
virus, Black raspberry latent virus,
Cherry leaf roll virus와 Prunus
necrotic ringspot virus에 대해 공식
적으로 검사하여 이들 유해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a) 종자는 Erwinia stewartii가 발생되지

옥수수
(Zea mays)

제3국가

부록
ⅣAⅠ,52.
(a) or
부록
ⅣAⅠ,52.
(b)

않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생산
되었거나
(b) 종자의 대표표본을 검사하여 Erwinia

stewartii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소독처리의 경우, 항목에“소독처리”
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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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 감자 ]

속

원산지

EU-Directive
2000/29 /
EC의 관련조항

부록
감자 괴경

감자암종병

ⅣAⅠ,25.1.

(tubers of

(Synchytrium

(a) or

Solanum

endobioticum)

부록

tuberosum)

이 발생되는 국가

ⅣAⅠ,25.1.
(b)

EU-Directive 2000/29/
EC의 관련조항 내용

비
고

(a) 괴경은 감자암종병(Race 1이
외의 모든 계통, 일반적 유럽
계통)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생산되었으며 감자암종병의
병징이 충분한 기간동안 생산 금지에
지역과 이웃지역에서 관찰되지 대해
선임관이
않았거나
없음
(b) 생산국가에서 감자암종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EU의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
는 규정이 사용하고 있음.

※ 소독처리의 경우, 항목에“소독처리”
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제주산 감귤 미국 본토 수출문제 중점 협의
-’
08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
08년도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회의가
12. 9 ~ 11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박창용 국제검역협력과장 등 7명의
대표단이, 미국측은 Craig Fedchock 식물위생
현안팀장 등 6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의결과, 미측은 제주산 감귤에 대하여
’
02년 대미 수출이 중단되기 이전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 본토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검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02년 이전에는 감귤궤양병 무병지구 및 완충
지역 설정, 수출단지 내 온주밀감 외 잡감귤류
식재 금지, 현지검역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미국측 검토가 완료될 경우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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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에서의 이병과 선별, 표면살균, 현지검역
등의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 감귤류 비생산 43
개주로의 수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내 감귤 생산 주(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하와이)는
제외, 알래스카주는 ’
07년 기 허용
미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검토 작업이 그다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수출재개를 위한 입법절
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출
가능 시점은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검역 강화 방안에 대해
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미측에서는 재배지에서 수출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등 한국측 우려병이 많이 검출되지
않도록 미국 내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측이
요청한 내년도 캘리포니아 현지조사 강화 및
대상지역 확대에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내년도에 강화된 검역
조치를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
하반기 경 미국산 오렌지 수입약정 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측은 위험평가가 완료된 한국산 토마
토, 뿌리냉이의 대미 수출이 가능해 지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산 호접
란, 미국산 블루베리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통해 양측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앞으로도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길
을 새로 열고, 검역으로 인한 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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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포르투갈산 소나무속 등
3개속 식물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1. 수입금지
○ 국립식물검역원은 포르투갈산 소나무속
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
식물에 대해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
02.4.23일 선적분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 최근 포르투갈의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포르투갈
산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묘목류와 목재류)의
수입을 전면금지( ’
08.10.27일 선적분
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함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0.27일 선적분부터 적용.

검역정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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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과실파리 검역지역
확대

○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감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
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0.30일 선적분부터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El Cajon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지 중 해 과 실 파 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Ceratitis capitata)
카운티 El Cajon 지역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발견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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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과실류는“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
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1.17일 선적분부터 적용.

미국 텍사스주산“감자”수입금지 조치
-’
08.12.3일 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1. 수입금지
○ 국립식물검역원은 미국에서 감자에 피해
를 주는 신종세균병 Zebra chip이 발생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08.12.3일부터
동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 텍사스주산 감자
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 현재, Zebra chip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
라도, 캔자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주산 감자는 감자흰씨스트선충(금지
해충)등으로 수입금지
○ 동 병원체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방제가 어렵고 국내 감자, 토마토, 고추속
식물 재배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동
병원체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금지 적용일
이전에 선적된 기주식물이 있을 경우 현장
및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일선
지원·사무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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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미국 텍사스주산 감자의
수입실적은 없음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2.3일 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분
부터 적용.

신종병원체 Zebra chip 관련 정보
□ 학 명 : Candidatus
psyllaurous

Liberibacter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2000년
동 병이 미국에서 발생한 이래 연구를
계속해 오다 ’
08.7월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속명까지 병원체를 확인
하였고 ’
08.8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종 명명함
□ 분류학적 위치 : Bacteria : Gracilicutes

검역정보

□ 기 주 : 현재 감자, 토마토, 고추속 식물에
서 보고가 있으나 완전한 기주식물
목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분 포 : 미국, 중미, 뉴질랜드

Zebra chip 세균 병징 사진자료
[ 감자 ]

□ 피해 및 생태
○ 병에 감염된 감자괴경은 갈색 또는 흑색
선이 형성되어 튀겼을 때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 감자칩용 괴경의 상품성을 현저
히 떨어뜨림

○ 심하게 감염된 괴경은 대부분 발아하지
않으며 약하게 감염되어 있는 괴경이
싹이 나면 감자나무이가 다른 식물체로
병원체를 전파시킴
○ 잎의 왜소화, 줄기 집중현상, 잎겨드랑
이 싹이 부푸는 현상
○ 발병률(incidence)과 발병도(Severity)
는 생물적 및 비생물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미측 서신)
○전염방법 : 매개충 감자나무이
(Bactericera cockerelli)나 접목에
의해 전염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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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오렌지에서 검출된
장미둥근홈바구미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 기 주 :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장미와
감귤류(Citrus spp.)에 중요한
해충임.
○형 태: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류 창 석
ryucs@npqs.go.kr

유충은 바구미과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
는데 다리가 없는 유백색의 굼벵이형임.
노숙유충의 크기는 10-12㎜임.
○ 생 태:

○ 학 명 : Pantomorus cervinus
( = Asynonychus cervinus)
○ 분류학적 위치 : Curculionidae
(바구미과), 딱정벌레목
(Coleoptera)
○ 일반명 : Fuller's rose weevil
(장미둥근홈바구미)
○ 분 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
과이, 멕시코, 캐나다, 대서양제도(Azores,
Canaries, Madeira, etc.), 프랑스, 스페
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모로코, 에티오피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평양제도
(Hawaii, Easter), 호주, 아이티, 미국(캘
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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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백색의 타원형인 알은 백색의 점성물질
로 5-40개씩 난괴를 형성하고, 나무껍질
의 깨진틈(1%), 잎(16%), 또는 과실의 꽃받
침(calyx)밑(83%)에 산란한다. 난기간은
3-5개월간이고, 암컷성충 1마리가 200개
이상, 최대 1,000개를 산란한다.
갓 부화한 유충은 땅에 떨어져 파고 들어가
뿌리를 가해하고는 약 61㎝까지 파고들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령 노숙유충은
다시 지표 가까이 올라와 번데기가 된다.
날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성충이 기어다니
며 전파된다. 성충은 주로 잎을 식해하며,
뿌리를 가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땅속
에서 유충태로 월동한다.
○ 검역적 위치 : 관리병해충
○ 검역조건 및 조치사항(참고)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관련 규정 :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부고시제2006-27호]

7. 수출검사 및 증명 (다. (1) 오렌지) ; 식물위생증 부기사항
“본 오렌지 생과실은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Setp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9. 수입 검사
마.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사. 오렌지 생과실에서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된 경우,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씨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P. cervinus 및 검출해충 참고사진

그림 1 난괴 및 부화 유충

그림 2. 갓 부화한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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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화 유충

그림 4. 부화유충

그림 5 유충의 옆모습

그림 6 유충의 등면모습

그림 7 성충(인터넷검색자료)

그림 8 노숙유충(인터넷검색자료)

그림 9 Lepidosaphes beckii
(기타 검출해충)

그림 10 Pseudococcus longispinus or
P. calceolariae(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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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알락하늘소 분포 국가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실시

- 이에, 영국은 ’
08. 10. 31일부터 알락하늘소
분포국가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의 수입
제한조치 및 동 해충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 등을 추진함.

□ 주요내용
○ 유럽공동체는 유럽으로 수출된 여러건의
화물에서 알락하늘소가 발견되고 있고
이태리 북부의 알락하늘소 대발생 등의
원인이 국가간 무역교역에 따라 알락하늘소의
유럽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유럽공동체도 조만간 동 조치(수입제한
조치 및 국제기준제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 알락하늘소 분포국가산 기주식물 수입
제한조치 주요 내용

<알락하늘소 분포 국가>
1.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지정 관리한 생산시설(알락하늘소 무발생지역 지정
된 곳)에서 해당 수출식물을 수출 2년전 부터 한 세대 이상 재배하여야 함.
2. 부기사항(승인된 재배시설에서 수출전 2년전부터 재배되었고, 알락하늘소가
없음)을 기재한 위생증 첨부
- 원산지란에 지정된 생산시설명을 기재
3. 수입항 또는 도착지 항에서 수입검사를 받게 됨.

<유럽공동체 국가>
1. 식물허가서(Plant Passport)가 첨부되고, 지정된 생산시설에서 이동전 적어도
2년가량 재배된 경우에만, 유럽공동체내로 이동이 가능함.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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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측이 규제하는 알락하늘소 주요 기주식물
: Acer spp.(단풍나무), Aesculus hippocastanum(마로니에), Alnus
spp(오리나무)., Betula spp.(자작나무), Carpinus spp.(서어나무),
Citrus spp.(감귤나무), Corylus spp.(개암나무), Cotoneaster spp.(섬개
양광나무), Fagus spp.(밤나무), Lagerstroemia spp(배롱나무)., Malus
spp.(꽃사과나무), Platanus spp.(플라타너스 나무), Populus spp.(사시
나무), Prunus spp., Pyrus spp.(벚나무), Salix spp(버드나무) and
Ulmus spp.(느릅나무)

<생산시설 요건>
○ 적절한 시기에 알락하늘소의 표징이나 관련 물질 존재 여부에 대해 적어도
일년에 2번 공식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
○ 식물체 재배가 가능한 지역요건
- 알락하늘소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알락하늘소 유입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매년 적절한 시기
에 알락하늘소의 분포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부터 반경 2km의 완충지역 위치에서 재배되어야 함.
- 알락하늘소의 표징이 발견될 경우, 완충지역의 병해충무발생상태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제 조치가 취해져야 함.

알락하늘소 성충

알락하늘소 유충

알락하늘소 줄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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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동식물검역소(APHIS), 과일
과 채소류 수입요건검색사이트
(FAVIR) 개설
□ 주요내용
○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는 과일
및 채소류의 미국 수입요건에 대한
Database 서비스(FAVIR)를 ’
08. 10. 29
일부터 시작함.
* FAVIR : Fruits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
○ 민원인들은 FAVIR를 통해 미국내 과일
및 채소류 수입요건에 대해 수출 국가 및
품목별로 쉽고 빠르게 수입요건을 확인
할 수 있게 됨.

- FAVIR는 국가 및 품목별 수입요건
변경 및 병해충긴급발생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하게 될 것임.
○ 미동식물검역소(APHIS) 직원과 국토
안전보호국(CBP) 농업관련 검역관들도
FAVIR를 통해 품목별 미국내 수입가능
여부와수입요건에대해확인할수있게됨.
○ APHIS는 2007년 6월 ’
Quarantine 56
또는 Q56개정 최종안에 따라 동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Q56개정안
에 따라 특정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
고도 과일 및 채소류 수입이 허용되게 됨.
*’
Quarantine 56 : 미국내 과일 및 채소류
수입규정
- Q56개정안에 따라 승인된 물품은 연방
법안(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아닌 FAVI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미동식물검역소(APHIS) 수입요건검색사이트(FAVIR)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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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PO(유럽 및 지중해 지역 식물
보호기구), Red Oak Borer 경
계경보 발령
□ 주요내용
○ 영국 식물보호기관은 2008년 수입 목재
류 검사에서 목재 천공충의 감염 흔적을
발견하였음.
○ 감염흔적으로 보아, 이것은 북미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해충인 Red oak borer(Enaphalodes
rufulus)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동 해충이 유럽 및 지중해지역으로 유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수피의 탈출 구멍

○ 이 해충은 참나무류(oak)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북미지역이 원산지인 해충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이 해충은 캐나다의 남동부 일부
지역과 미국 동부지역 일부에 발생하고
있음.
○ 영국에서 수입검사시 이 해충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감염흔적이 발견
된 사례가 있으며, 이 해충의 북미지역에
서의 지리적인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이
해충은 유럽의 기후조건 아래에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봄.

Red Oak Borer 성충

1년생 유충의 가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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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 임업, 육묘산업에 심각한 경
제 적 피 해 를 끼 치 는 Pink
Hibiscus Mealybug
□ 주요내용
○ Pink Hibiscus Mealybug(PHM;
Maconellicoccus hirsutus)는 농업,
임업 및 육묘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해충임.
- 이 해충은 히비스커스, 감귤, 커피, 설탕,
자두, 구아바, 망고, 오크라, 포도,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국화, 콩 등 76개과 220
속의 광범위한 식물을 가해함.
○ 이 해충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스
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의
열대지방에 발생하고 있음.
○ 이 해충은 1912년 인도로부터 이집트로
유입되었으며, 하와이에는 1984년에
유입되었음.
○ 또한 멕시코(1999), 미국(캘리포니아
1999, 플로리다 2002년) 에도 이 해충이
검출된 바 있음.
☞ 히비스커스(Hibiscus) : 쌍떡잎식물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에 속한 식물
의 총칭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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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의 Fuchsia gall mite 발생
현황
□ 주요내용
○ Fuchsia gall mite(Aculops fuchsiae)는
바늘꽃과의 후크시아속(Fuchsia spp. ;
초롱꽃)의 식물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EPPO(유럽 및 지중해지역 식물보호
기구)의 검역해충 (A1 pest)임.
○ 유럽에서는 ’
03.11월 프랑스 Brittany
지역의 Morbihan만 인근 8곳에서 채취
된 표본으로부터 처음 확인되었음.

○ 이 해충에 감염된 식물체의 잎은 점차적
으로 변해 나중에는 눈에 띨 정도로 붉어
지는데 특히 어린 싹의 끝부분에서 이
증상이 심해짐.

○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년간 이 해충
의 영향으로 많은 정원에서 후크시아의
재배를 포기하였음.

○ 이 해충의 성충은 매우 작고, 길이가
0.20-0.25mm이 며 폭 은 0.0550.060mm임.

○ 이 해충(Aculops fuchsiae)은 EU의
규제해충으로서, EU측은 비회원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며, 이 해충이 분포
하는 브라질 및 미국에 대해서는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출검사에서 동
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몸통은 방추상이며, 일반적으로 색깔은
옅은 황색에서 흰색을 띠고 전방에 2쌍
의 다리가 있음.

* Fuchsia gall mite 분포 국가
: 프랑스, 미국(California), 브라질
(Sao Paulo)

- 프랑스 식물위생당국은 이 해충이 후크
시아(Fuchsia) 애호가들간의 번식용
식물 교환에 의해 미대륙으로부터 유입
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음.

알락하늘소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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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충(응애)의 크기 때문에, 이 해충
을 야외포장에서 검출하기는 어려우나,
기주식물의 증상을 통해 이 해충의
존재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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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및 미국에 발생하는 Fire
Ants
□ 주요내용
○ Red Imported Fire Ants (Solenopsis
invicta)는 여러 국가들에서 환경 및 위생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해충이며,
호주에서는 퀸즐랜드에서 발견된 바 있음.
○ 남미 원산인 이 해충은 1930년대에 선박
의 균형잡이(ship ballast)로 사용된 토양
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음.
- 또한 이 해충은 호주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으로 우연히 유입되었으며,
2001년도에 발견되었음.
○ 이 해충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농작물의 생산을
저하시키기도 함.
- 호주 농업자원경제국은 이 해충이 방제
되지 않을 경우, 30년 동안 예상되는
피해를 89억 달러로 추정하였음.
○ 미국에서는 Alabama, Arkansas,
California, Florida, Georgia,
Louisiana, Mississipi, New Mexico,
North Carolina, Oklahom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Puerto
Rico에서 3억2천만 에이커 이상의 피해
를 끼치고 있음.
○ 이 해충은 사람을 강하게 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골칫
거리이며, 또한 여러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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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의 삼림, 신종 역병으로 피해
극심
□ 주요내용
○ 현재 영국의 정원과 황야는 역병의 일종
인 신 규 병 원 균 (Phytophthora
kernoviae)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이 병원체(Phytophthora kernoviae)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년 이
내에 영국내 모든 정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영국의 삼림지대 및 황야지대
의 토종 식물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 병원체는 진균으로서 기주 식물체에
감염되면, 기주식물체의 수세를 약하게
하거나 죽게 만들 수 있음.
○ 이 병은 20년 내에 영국의 모든 정원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영국의 저지와
고지의 관목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이 병원
체의 전파를 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당국들이 방심
하지 않고 이 병의 증상을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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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주 빅토리아주에 감자씨스트
선충 발생
□ 주요내용
○ 호주 빅토리아주 Gippsland 지역의
Thorpdale 주변 토지에서 호주의 검역해
충인 potato cyst nematode(PCN;
Globodera rostochiensis)가 검출
되었음.
○ 이 해충은 씨감자증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기적인 작물조사 과정에
서 발견되었음.
○ 빅토리아주 일차산업성(DPI) 과학자들은
해당 토지에서 채취한 토양샘플에서
10.16일 PCN(감자씨스트선충)의 존재를
확인하였음.
- 빅토리아주 일차산업성(DPI)은 감자수
출업계 및 재배자들과 금번 PCN 발견
이 미칠 영향 및 발견지점 주변의 방제
지역 설정 등에 대하여 협의함.
○ 또한 빅토리아주 정부는 Thorpdale지역
의 PCN이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0km를 검역규제지역으로 설정함.
- 동 지역으로부터는 생산된 감자 또는
감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외부로 이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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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질랜드, 아시아매미나방 관련
선박 컨테이너 및 중고자동차에
세금 부과
□ 주요내용
○ 뉴질랜드 농업부 생물안정국(MAFBNZ)
은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방지 프로젝트
를 위해,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선박
컨테이너와 중고차에 세금 부과를 계속
하기로 함.
○ 징수된 세금은 아시아매미나방 조사프로
그램에 계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 아시아매미나방(Lymantria dispar)은
뉴질랜드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해충으
로, 동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선박들
에서 아시아매미나방(AGM)의 난괴가
발견됨에 따라 1992년 이래 특별 조사대상
해충으로 지정되었음.

아시아매미나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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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매미나방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온대성 동부 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뉴질랜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매미나방이 뉴질랜드로 유입 및 정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중고 자동차를 통해서이며,
그 다음의 중요 경로는 선박 컨테이너임
○ 2005년 동 나방의 검출 가능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조사 프로그램이 개정되었는
데,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아시아매미
나방의 고위험 유입경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현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트랩으로
넓은 지역을 카바할 수 있도록 격자형
예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

아시아매미나방 유충

아시아매미나방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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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쓰촨(四川)성 감귤과실
파리 발생 상황
□ 주요내용
○ 중국 쓰촨(四川)성 광위엔(廣元)시 왕창현
에서 감귤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Chinese Citrus fly(Tetradacus citri)가
발생되었다고 지방 농업국 전문가(Mou
Jinyi)가 밝힘.
- 이 해충은 12톤의 감귤(tangerines)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해 1,200톤의 과일을 소독처리하고
폐기(매몰)하였음.

○ 이 뉴스가 전해지자, 이 지역 외부의 사람
들은 쓰촨(四川)성 감귤을 사지 말 것을
문자메시지를통해다른사람들에게전파함.
○ 지방 농업국 전문가(Mou)는 이 지역의
감귤은 11월까지는 익지 않아 외부의
다른 지방으로는 팔리지 않으며, 이 해충
은 이미 전파가 억제되었다고 덧붙임.
○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의 연구원 Wan
Fanghao는 2008.10.21일 농업부 홈페이
지를 통해 이 해충은 과일에 피해를 끼치
는 해충이나, 인간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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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의 재식용 식물 수입검역 강화
조치
□ 최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수입검역에서
발견되는 병해충 종류가 증가 하고, 일본
으로의 병해충 유입우려가 높아 지고 있음
○ 일본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 등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에 발생하지
않는 Tospovirus, Geminivirus, Plum
pox virus 등이 재식용 식물에 감염된
상태로 수입되어 일본 국내에 유입 및
전파될 위험성이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검사방법 및 병해충의
신속한 동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높다고 간주되는
수입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법
을 도입하는 등 검역체제의 강화를 계획
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재식용 식물 수입 검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방역소에
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검사 체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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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밀검사법(유전자 진단법 등)의 도입
○ 상기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 검사
• 재식용 식물에 병해충이 부착되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농업 생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을
수입검사에서 확실히 검출하기 위해
검사 포인트를 해설한 병해충 검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음
2. 격리재배검역
• 멀티플렉스 PCR법에 의한 사과 바이
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출기법의 개발,
PCR법에 의한 딸기 바이러스 검출기
법의 도입 등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에 대한 새로운 검정기법의 개발 및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3. 수출국에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종묘류의 검역
• 문헌 조사 등에 의한 발생 지역 확대
등 정보를 수집하고, 발생 지역과 대상
식물 등을 수출국에서의 재배지 검사
요구에 추가해서 검역의 강화를 도모
하고 있음

① 검사 포인트를 해설한 병해충 검사
매뉴얼 작성

• 또한 재배지 검사 요구 식물에 대한 수

②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새로운
검정 기법의 개발 및 도입

재배지검사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

③ 수출국에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고 있
는 종묘류에 대한 병해충 감염 상황의
검증(모니터링)

Banana burrowing nema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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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국에서의
지를 확인하고 있음[ ’
07년에는
(Radopholus similis)에 대해 모니터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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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진단법과 혈청학적 진단법을 조합한
방법도 개발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대상 병해충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 원인 조사 및
재배지 검사 방법의 개선을 요구

• 수입검사, 격리재배 검역 및 재배지
검사의 모니터링에 ELISA법과 PCR
방법 등의 정밀검정을 도입하고 있음
(표 1)

4. 정밀 검정
•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달에 의해 PCR법
등 유전자를 기본으로 하는 여러 진단

표 1 일본식물방역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밀 검정 사례

병원체명

Plum pox virus
Sweet potato mild mottle virus
Fiji disease virus
Candidatus Liberobacter africanum
Xylella fastidiosa
Citrus cachexia viroi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검사 방법
ELISA 검정, PCR 검정
전자현미경에 의한 direct-negative염색법
전자현미경에 의한 direct-negative염색법
PCR 검정
ELISA 검정
PCR 검정
PCR 검정

□ 앞으로 재식용 식물 수입검역에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세균병,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관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유전자 진단법 등
의 정밀 검정을 행하는 것이 검역의 신속
성과 정확성을 유지·향상시키는 관점에
서 중요하나, 정밀 검정의 대상이 되는
병원체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됨
○ 또한 이외에도 식물방역소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음
① 일부 실험실에서는 blotter법, ELISA
법, 원심분리법 등의 각종 실험이 행해
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을 실시
할 때 진단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작업장소와 명확하게
구분·격리하여 실시, 작업의 동선 등을
고려한 기기류의 배치 등 작업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하드웨어 적인 측면)
② 각종 실험을 실시하는 전문가는 평소
에는 주로 수입검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법의 기술적인
조작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확보가 필요함(소프트적인 면)

□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밀한 검정 체제의 정비를 수행할
예정임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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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공항 4곳 (成田공항, 中部공항,
關西공항, 福岡공항)에 하드 및 소프트
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밀검정
체제 구축

○ 최근 식물검역을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대응하여,
병해충의 침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됨

② 거점이 될 4곳에 수입되는 종묘류 등의
시료를 모아, 집중적으로 검정을 실시

- 이번 정밀검정 체제 정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검역 체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검정 체제 정비 완료 후에는
고감도이며 정밀한 검사 기법인 PCR법
등을 적절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③ 정밀 검정을 수행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연수를 실시
④ 검정기법의 통일, 문서화, 표준작업
절차의 설정
⑤ 검사대상 식물(표2)을 선정하여, 객관
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표 2. 정밀 검정 실시를 검토 중인 병원체의 예

Southern bean mosaic virus
Carnation ringspot virus
Pelargonium leaf curl virus
Peach rossette mosaic virus
Pepino mosaic virus
Pepper ringspot virus
Raspberry ringspot virus
Strawberry latent ringspot virus
Tomato apical stunt viroid
Tomato yellow mosaic virus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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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수입검사, 격리재배검역,
재배지 검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역
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확실하고 신속
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며, 재식용
식물의 수입 검역 강화가 기대됨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하여 침입 병해
충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중요한 해외병해충정보의 수집, 기술 및
제도개선, 정밀 검정을 수입 검역에
반영하고, 중요 병해충의 침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기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오렌지 나라의 구서방

남

아공은 아프리카대륙 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며,

인구는 4천 5백만명에 남한의
12배 크기이다. 11개 공식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를 비롯
하여 부족언어들이다.
내가 두달 반 정도를 머물었던
곳은 남아공 제3의 도시 더반이
었다.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 도시로 줄루어(아프리카부족어의 일종)로는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이라는 뜻으로 영국, 인도, 줄루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로 남아공 최고의 인기 휴양지이
다. 인도양을 마주하고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해변은 단연 으뜸이었다.
출발 몇 일 전 남아공의‘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증)’
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 치안은 불안하다는데. 괜히 신청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몇 일을 보냈다.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고 꼬박 하루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걱정은 잠시 뿐, 하늘에서 바라보는 남아공은 정말
환상 그 자체였다. 밖을 내다보고 있으려니 작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
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더반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멋진 해변을
보여주기 위해 선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사무소 검역관
구윤모
chunds@npqs.go.kr

공항에 현지직원이 마중을 나왔다. 첫 인상은 그리 호감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머무는 동안, 언제나 나의 발이 되어 주었던 재밌는
친구였다. 처음에는 좀 서먹했지만, 이내 2010년 남아공월드컵 이야기를
필두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축구팬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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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는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남아공에 진출하여 좋은 이미지로 한국을 알리는
많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내가 박지성이나
대기업들처럼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검역관으로써 좋은 인상은 남기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검사 첫 날, 세계 제2의 과일 수출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길이가 무려 300m 이상되는 창고에
오렌지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출
작업에 한참이었다. 그 규모는 가히 대단했다.
같이 일하게 될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자
다들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언제나 친절
하게 대해주었다.
오렌지 검사, 콘테이너 온도 보정, 저온시설
확인, 오렌지 적재, 위생증 발급 등 업무는 일주
일 정도 지나자 몸에 익숙해 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검사 물량으로 인해 검사를 하는데 다소
힘이 들었다. 그럴 때 마다 성실히 옆에서 나에
게 큰 도움을 준 친구가 캐사반이라는 남아공
검역관이었다. 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고,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언제나 보기 좋았다. 이곳 사람들
은 다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해준
친구이었고, 늘 본받을 점이 많은 친구였다.
2차로 떠난 현지검역이라 많은 검사물량으로
인하여 그리 많은 여유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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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가, 누나와의
만남이었다. 현지검역 장소로 남아공을 택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1년전 남아공으로 이민을
떠난 누나네 가족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남아공에 도착하고 일주일 뒤 7시간의 먼 여정
으로 누나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늘 떠나
보내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너무나 반가웠다.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 매형.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새삼 느끼니 그 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미루고 미뤘던 여행. 새벽 일찍 출발
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원주민들의 문화를

오렌지 나라의 구서방

볼 수 있는 줄루랜드였다. 부족민의 춤과 노래

귀국 이틀 전, 나를 위한 저녁 파티가 있었다.

그리고, 음식 등 그들만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언제나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두 친구 때문

멋진 경험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그동안

에 늘 닭고기만 먹던 나에게 해물요리를 먹을

내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야생동물을 자연

수 있는 해안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날

그대로 만나 볼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초대한 것이었다. 내가 너무 괴롭혔던 친구들인

이었다. 창문하나를 사이에 두고 맹수를 대했을

데, 그래도, 수출량이 늘어서 기분 좋다고 하는

때는 겁도 났지만, 그래도 과연 이런 광경을

말과 함께 한국 검역관들은 참 다들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 또한, 모든 것이

하는 생각을 하니, 치안이 불안한 이유로 늘

처음으로 접해 보는 경험들이라, 너무나 뜻깊은

집과 창고에서만 시간을 보낸 나에게 어느 정도

기간이었고, 식물검역관으로서 다시 한번

보상을 해 주는 듯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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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공모전 수상작

불만을 긁다
삶은 간단한 몇 가지를 요구한다
나는 가난조차 벅차
뭔가 다른 꿈을 꾸지만
소화 안 되는 알갱이들이 몰려나와
늘 등이 가렵다
나 하나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등 뒤에 있었음을
제아무리 잊었다 해도
불만은 몹시 꿈틀대고
손쓸 수 없는 오지
닿을 수 없는 한 뼘 뒤
손톱을 세워 빡빡 긁고 싶다
검은 피. 활화산처럼 터지도록

<제20회 부산가톨릭문예공모전 수상작>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최윤희
yheec2@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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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공모전 수상작

고물차 팔던 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가망 없다고

늠름한 은빛 기억 때문일까

누군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자

이제 우리도 낡아 간다는 사실 때문인가

나는 차가운 종이에 종말을 서명했다

결코 헐값에 합의 한 건

강철 심장으로도 못 견디는 게 있었구나

손때 묻은 기억까지 처분한 게 아닌데

세월. 그 허름한 옷을 입으면

그녀는 고물만 보면

우리네 사막에는 모래바람 부는가

입에서 허기진 바람소리를 낸다

낯선 이에게 너를 두고 오는 버스 칸

창밖으로 쫓아가는 가련한 시선

끝내 아내 얼굴에 두 줄기 햇살 빛난다

구식으로 물 긷는 미련한 낭만주의자

툭 툭 어깨를 쳐봤으나

그 옆자리가 따뜻하다

그럴수록 우물 속 깊은 두레박 소리가 난다
한 때 새파란 어깨를 걸고 쏘다니던

<2009 창조문학신문 시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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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Q & A
Q

태국산 생망고 수입 가능한 종자를 알고 싶습니다.

▶▶ 1. 태국에서 생산된 망고는 Nang klarngwan, Nam Dorkmai 및 Red종
생과실로서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고, 병해충
발생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한국
검역관이 태국 현지에서 검사를 마친 합격 물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내수입시 반드시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캘리포니아산 미탈각호두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 검사
조건, 수입 조건, 소독방법과 또한 검역증 상의 부기사항
외에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수입을 진행해야하는지요?

▶▶ 미국산(캘리포니아산) 미탈각호두는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호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25호)에 따라 한,미 검역관 합동감독하에 승인된 훈증소독시설,
소독처리 등 제외기준에 부합된 화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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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역관이 되고 싶어요.

▶▶ 우리 식물검역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입농산물로부터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농림산물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식물검역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농림수산직군의
식물검역직렬에서 대통령령19515호(2006. 6. 12)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기술직군의 농업직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식물검역공무원에 대한 충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한 방법과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그동안 우리원 소속 식물검역공무원에 대한 충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업무 특성상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규정에
의한“학위소지자 특별채용시험”
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 특별채용방법은 4년제 대학에서 아래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채용분야별
각 관련 논문으로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여야 응시자격 요건이주어집니다.
- 관련학과 :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식물분자생물학과 등과
명칭변경학과를 포함.
- 채용분야 : 식물병·해충, 식물분류, 농약분석, 식물유전, 육종, 식물분자
생물학
▶▶ 참고로 식물검역공무원 충원을 행정안전부 주관 공개경쟁채용 시험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전 1년전에 시험방법변경사항을 일간신문 및
행정안전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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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절차와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되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 필기
외국어시험은“외국어 검정능력 시험성적”
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의
종류는 우리원에서 필요로하는 분야를 지정하여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시험대상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규정에 의하
여 채용예정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채용인원과 채용분야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우리원의 결원발생등 인력수급
요인이 있을 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중국산 왕겨펠렛 수입 가능한가요?

▶▶ 중국산 왕겨펠렛은 식검고시제2006-3호(수입식물의 검역요령 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분쇄한 왕겨 또는 볏짚을 150℃에서 10분간 열처리한 후 펠렛으로 제조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있는 왕겨펠렛 또는 볏짚펠렛은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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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리랑카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화물 반입 가능한가요?

▶▶ 스리랑카산 미숙(푸른)바나나 및 파인애플은 흙 등 금지품과 병해충이 없을 경우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노란바나나 및 설익은 빨간바나나는 금지품에
해당되어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 휴대 검역절차로는 식물류 반입자가 공항만 입국시 휴대품신고서에 반입하신
식물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국립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소요시간은 금지품 및 병해충 검출이 없으면 즉시 합격처리되어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식물류를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원에 신고하여 검사받지 않으시면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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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외부 전문강사 초청 청렴교육

"2008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 사회 저명인사 초청교육
을 통해 청렴경험을 공유하고 직원의 청렴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
08.10.21 외부
전문강사(서생현 반부패국민연대 고문)를
초청하여 본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올바른 생활자세’
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
하였다.

’
08년 멘토링 활동 중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게 발굴, 확산하기 위한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강의내용을 CD로 제작하여 각 지원에
배부하고 지원, 사무소단위 자체 영상교육을
병행하여 전 직원이 청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립식물검역원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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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대회에는 2007년 신규직원 중
발표팀으로 선정된 15개팀 30명의 멘토/멘티
가 참가하여 멘토링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표
하였으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식물검역원은 "세계일류의 식물방역관 양성"
을 목표로 2005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신규직
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왔으며, 21세기를 이
끌어나갈 식물검역 리더 양성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적극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
해나갈 예정이다.

본원 소식·행사
충북 제천, 경북 봉화 대만수출 사과
검역현장 방문
국립식물검역원 김창현 검역기획과장은
’
08.11.7일 충북 제천 및 경북 봉화지역의 사과
수출검사(대만 수출용)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특사경 연찬회를 통해 최근 동향 및 수사기
법 공유, 일선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
으며, 신규 특사경 및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특사경에게 수사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사과 등 과일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수출업
체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수출검사를 담당하는 식물방역관은
수출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적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물검역연구회 국제협력분과 세미나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11.21(금)∼22(토)
서울대 태화산 학술림 수련원에서 식물검역연
구회 국제협력분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식물방역 특사경 연찬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11.14(금)∼15(토)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특별사법경찰관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방역 특사경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특사경제도 개관 및
기본수사체계(법무연수원 최성남 검사교수)와
농산물밀수사례 및 수사기법(인천세관 이근창
조사관)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각 지원별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활성화 및 우수수사사례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식물병 발생 예측모델링
(박은우 서울대 농생대 학장), 호주의 식물검
역 동향 (P. Svarcas; 주한 호주대사관 농무
관)의 특강과 NAPPO 및 APPPC 지역기준 관
련 발표를 통하여 중요현안에 대한 정리와 최
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멕시코 현지 조사 발표를 통해 공식 보
고서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향후 다양한 국가에 관
한 발표를 정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제안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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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검역병해충 연구전략
심포지움」
개최

<메인화면>

- 병해충 다양성에 따른 정밀 진단 시스템 구축 국립식물검역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검역병
해충의 다양성에 대응 금후 연구전략 수립과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
여 관련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기후변화 대응 검역병해충
연구전략 심포지움』
을 2008년 12월 11일 건국
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 개편(2008.12.18)
국립식물검역원은 기존 홈페이지를 웹 접근
성 표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역
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
지로 개편하였다.

<서브메인화면>

개편 주요내용은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기능 및 웹 접근성 강
화, 통합검색 기능 개선, 식물검역 현장체험
온라인 신청 등의 고객의 의견을 듣는 창구의
확대, 내부 포탈과의 정보 연계 등으로 고객의
편의성 증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좀더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텐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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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소식·행사

< 개발시스템 활용교육 >

<영문홈페이지화면>

’
08년 식물검역정보화 개발

제 15대 임재암 원장 이임

국립식물검역원은 행정 및 검역업무 정보화
를 위한 ’
08년 12월 식물검역정보화 개발을
완료하고, 검역관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
09.12.29일 제 15대
임재암 원장의 이임식 및 하동호 지원장, 김익
현 위험평가과장, 전종철 운영지원과장의
퇴임 행사를 가졌다. 임재암 원장은 이임식 후
국외직무훈련(호주)을 떠났다.

주요 개발내용은 식물검역 전문인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입식물 상대국 위반사항관리,
실험실(검역장비) 관리,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관리, 재식용 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등이다.
이번 개발을 통해 수작업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던 일들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지고, 정
기적으로 보고되던 보고절차를 생략했다. 그
리고 검역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적기 예찰
을 지원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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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 회의 개최
’
08. 10. 14.(화) 인천공항지원 회의실에서
검사 불편·불만 해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인 민주석지원장, 수일통
상 위재성이사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검사 불편·불
만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였고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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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추계 민원 및 근무환경심사
에서 최우수상 수상
인천공항지원은 2008.10.27~10.31 본원에
서 실시한 2008년도 추계 민원 및 근무환경심
사에서 최우수상(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국제우편사무소)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민원 및 근무환경개선 우수기
관 발굴과 시상을 통해 직원사기진작 등 고객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민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시행하
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 CIQ 통합체험행사”
실시
“인천공항 CIQ통합체험행사”
는 2008년도
에 일반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
여 총5회 160명이 참가하였다

리플릿은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장에 비치하
여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각 검역기관이 공
동으로 참가자들에게 CIQ 체험기회를 제공하
였다.
식물검역 체험은 식물검역절차 안내, 다양
한 금지품에 대한 설명 등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넓힐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
시할 예정이다.

(한글)

(영어)

(일어)

입출국여행자를 위한 CIQ기관 통합
리플릿 제작
인천공항지원에서는 기관별로 각각 제작하
여 배포하던 홍보리플릿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CIQ기관과 4차례의 협
의를 거쳐 인천국제공항 이용안내 CIQ기관 통
합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
검역원,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국제공
항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제작된 통합

“기관간 방문 프로그램”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은 10.17, 11.14, 12.18일 3회
에 걸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품
질검사과, 원산지과리과), 수의과학검역원(기
획조정과) 직원 38명에 대해“기관간 방문 프
로그램”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동영상 시청 및 화물·휴대·실험실검사 등
검역현장 견학과 식물검역체험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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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원에 대한 신뢰와 식물검역의 중요성
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인천공항지원은 2009년도에도 이번“기관
간 방문 프로그램”행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식
품부내 여러 기관에게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
항지원을 바르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
이다

대만 수출배 검사현장 방문
2008. 11. 27 인천공항지원은 양주배영농조합
선과장 및 신김포농협선과장을 방문하여 대만
수출배 선과 관계자를 만나 수출상대국의
요건에 맞는 철저한 선과를 당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수출식물검역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식물 검역안내 홍보 동영상 촬영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을 통한 유해 병해
충 및 해외악성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
와 항공기에서 불법 농·축산물의 휴대반입
금지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동·식물
검역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2008. 12.
11.(목) 인천국제공항 CIQ(입국장) 및 식물검
역 사무실에서 불법 휴대 농축산물 검사과정
및 신고절차과정, 금지품 폐기과정 등을 촬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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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보육원) 돕기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디차힐(구 영
종보육원)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시설청소 및
수용 아동과의 놀이)과 성금·위문품을 전달
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대EU 분재 수출재개를 위한 추진사항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는 '08.10.31
일자로 유럽공동체(EU)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알락하늘소 분포 국가산 기주식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보
가 있어 ’
08. 12. 29일 본원 국제검역협력과
이기병사무관과 관할구역 내에 선유원(김세원
대표) 외 2개농가 대표를 모시고 대EU 분재
수출재개를 위한 추진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식물검역 홍보 1일 교사 활동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는‘08.11.18부터
3회에 걸처 식물검역 홍보의 일환으로“식물
검역 1일 교사제”활동을 고성군 관내 3개
초등학교 163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한국산 분재 수출재개를 위한 추진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본 행사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소나
무 재선충의 피해와 외국산 애완용 곤충 사육
금지 및 수입금지 과일 대한 홍보 동영상 시
청, 식물검역관련 O/X 문제 풀기 등으로 다양
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실시한 맞춤형 식물검역
홍보로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 식물검역원에서 하는 일
이 무엇인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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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
식물검역홍보관 설치 운영
중부지원은 지난 10. 7~10.10일(4일간)
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개최된 국제
물류산업전시회에 식물검역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인천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 주최
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세미나 등
물류 관련 국제 학술대회도 부대행사로 진행
되었으며 135기업이 참여하고 370부스를
운영하여 약 35,000여명이 다녀갔다. 우리원
홍보관에 수천명의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다녀가 식물검역을 일반인 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물류전시회 특성상 공항만 운송서비스,
포장 보관창고 시스템, 물류서비스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었으며,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사용에 대한 식물
검역절차 등의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각국의
검역요건을 유인물과 함께 배부 설명하였다.
홍보관에는 수출입식물검역안내 게시판과
식물검역홍보동영상, 수입금지열대과일 표본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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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입먹거리 안전수호자 모임 결성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수입 먹거
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처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국립
식물검역원 중부지원을 비롯한 인천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항만공사 등 6개 기관
이‘인천항 수입 먹거리 안전수호를 위한 실무
자모임’
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최근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 중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
에 대한 안전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통관단계부터 유통과정에 이르
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위해 기관 실무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수입먹거리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모임
을 갖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북양재 수입원목 결빙확인

’
08년 하반기 식물검역 발전협의회 개최

중부지원은 동절기 수입 원목에 대한 훈증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2월 1일
부터 2009년 2월 말일까지 북위 35도선 이상
지역(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생산되는
북양재 원목에 대하여 결빙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검역 및 소독을 제한 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및 식검고시
2008-5호에 따른 검역적 안전 조치이다.
반면, 검역 및 소독제한 기간 중이라도 기온
상승 등으로 원목이 해빙되었다고 판단될때는
수입자 요청에 의해 결빙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및 소독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역2과(담당과)에서는 8모선 39,395㎥을
검 사 하 여 러 시 아 송 원 목 1모 선 619㎥
(’
09.01.08.현재)에 대하여 소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중부지원은 지난 11월 6일 '08년 하반기
식물검역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원의
식물검역제도 변경내용과 발전협의회 회원들
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이날 참석한 관세사, 대행사 등 18명에
대하여 1시간이상 진행되었으며 최근 식물
검역 제도 변경 내용인 라오스산 호두수입
요건,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 등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물검역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검역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
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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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검역감시원 교육 및 불법농산물
합동단속
중부지원은 지난 12. 8. ~ 9일(2일) 양일간
명예식물감시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식물검역 관련 지식과
관심을 고취하여 감시활동 능력과 부정 및
불법 식물류에 대한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지원 내 특사경과의 합동단속 활동을 통하여
검역업무 홍보와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
하고자 마련하였다. 2009. 3. 21일부터 시행
되는 식물방역법 주요내용과 식물방역법 위반
사례 및 위법사항 적발요령에 관한 이론 교육
을 실시하고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각각
조를 편성하여 농산물시장과 화훼단지 등
4개소에 대한 합동단속활동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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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전환과 직원화합을 위한 워크샵 개최
중부지원은 지난 12.5 ~ 6일 양일간 안산시
대부도 소재 수련원에서 지원 및 사무소 전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물검역 업무개선을
위한 과제발표와 직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로 개최되었다. 워크샵에서 업무개선사항에
관한 과제 9개와 노동 조합 활성화방안 1개 등
10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갖고 우수과제 5개를
선정 시상하는 한편,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검역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업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발표후
에는 직원화합을 위한 장기자랑, 행운권추첨,
과장급과 노동 조합 대의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식물 검역발전과 직원화합을 위해
상호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와 함께 화성
파프리카농장 봉사활동, 등산로 주변 환경
정화, 수목명찰 달기,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사무소 소식

평택사무소

청주사무소

선진 소독시설 탐방 및 정보교류 행사(11.15)

두원공과대학 현장설명회 실시

평택사무소는 선진 소독시설 탐방 및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소독업무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소독효과 제고 및 안전 사고 방지를
모색코자 11. 5 ~ 11. 17일 3일간 본원 및
각 지원, 사무소의 소독업무 담당자들의 선진
소독시설 탐방 및 정보교류 행사를 가졌다. 본원
최흥보 서기관 등 11명이 11월 5일 평택사무소를
방문하여 최근 새로 설비된 돌로지스틱스
보세창고의 바나나, 파인애플 전용 훈증소독
실을 탐방하였다.

청주사무소는 ’
08.11.25일(13:00·16:00)
청주공항 CIQ유관기관 합동설명회에 참석하
여 두원공과대학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약80
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업무 소개 및 수입금
지품 설명,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
였다.

전체 창고시설 내에 따로 마련된 2개의 훈증
소독실의 설비개요 및 운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현장시설에 대한 탐방이 이어
졌다. 당일 실제 바나나 훈증소독 현장과 대용량
환기팬을 사용한 감압식 배기시설을 이용한
강제 가스배출 시범을 보였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지도사)
대상 교육 실시
청주사무소는 ’
09년 충북도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하여 ’
08년 12.12일(10:00~12:00)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충북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약60명)를 대상으로 식물검역에 관한
일반사항 및 수출식물검역절차, 국가별 수출
검역요건, 대만 수출생과실 검역요건 및 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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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실험실, 교육·회의시설을 갖추어 민원
인의 편익도모와 검역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보다 향상
된 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천안사무소
천안사무소 청사 준공
천안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청사를 신축하고 지난 12월 16일 임재암 국립
식물검역원장, 성무용 천안시장 및 유관기관과
단체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

이날 준공식에서 임재암 원장은 축사를 통
해 청사준공과 미국, 대만 배 수출 등 차질 없
는 검역업무 수행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
하하고 식물검역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을 당부하였으며, 성무용 천안시장은 축사
를 통해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식물검역원
천안사무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
하였다.
신축청사는 1,286m2 부지 위에 연면적
436m2 규모의 지상 2층 현대식 건물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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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응용생물학과생(10.8)

지원·사무소 소식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생(10.14)

충남 동부여농협 조합원(10.15)

강원도 홍천농협 조합원(10.21)

농업연수원 교육생(11.13)

화성시 팔탄농협 조합원(11.25)

경기도 양주배 영농조합원(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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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농협 조합원(12.19)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시범사업농가(11.18)

기관간 방문행사

국립수산물검사원평택지원(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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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출장소(10.17)

지원·사무소 소식

영남지원
식물검역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08. 12. 23일 영남지원과 부산대학교 특수
동물특성화사업단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식물검역과 대학학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따라 영남지원에서는 부산대학교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특강, 병해
충 전문분야 강의, 현장체험, 방학 중 실험실
실습교육, 인턴쉽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
대학교에서는 식물검역 관련 병해충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에 적극 협
력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입식물 생산현장 견학
지난해 9. 25. ∼ 10. 9일 영남지원에서는
신나는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참다래,
포도, 국화, 난지원예작물 등 주요 수출입식물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및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참다래 생산현장 견학

대미 포도 수출단지 견학

MOU 체결문 교환

‘목재술사의 나모사랑(학습동아리)’
최우수 동아리 선정
영남지원 및 사무소 직원 36명으로 구성된
‘목재술사의 나모사랑’
이 '08년도 학습동아리
활동심사 결과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다.

MOU 체결기념 단체사진

주요활동으로는 식물분류등 학습 세미나
2회, 수입원목의 형태적 학습, 국내 자생식물
학습 등을 개최하였고 부산을 대표하는 금강
식물원, 금정체육공원 등 4개소에 나무이름표
179개를 제작·부착하였다. 또한 '08.10.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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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남지원 한사랑봉사회와 합동으로 봉사
활동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영남지
원을 대표하는 학습동아리로 성장하였다.

Cake Cutting

원목야적장 수종확인 학습

송년의 날 기념촬영

수목원 나무이름표 달기

영남지원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영남지원에서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지난 한해를 회고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즐겁
게 맞이하기 위하여 지난 12.29.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영남지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08년도 기관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영남지원 기관 표창, '08년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등의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송년의 밤 행사에 지원 및 사무소 직원
뿐만아니라 운영지원과장, 검역1과장, 조사분
석과장 등 10여명의 가족도 함께 참석한 가운
데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놀이한
마당,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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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사신청 고객 추첨행사 추진
영남지원에서는 2009년도 1월부터 고객만
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1회씩 수입식물검사 신청 고객을 무작위
로 추첨하여 경품(식물검역 홍보물)을 제공하
고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 추첨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불편·애로사항 조사를 병행하여 식물검역 업
무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사무소 소식

호남지원

설명 및 사무소와의 원격진단 네트워크 시연
회를 통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
절차를 소개하였다.

기관간 방문행사 실시
호남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등 6기관 54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 12월
까지 6회에 걸쳐 기관간 방문행사를 실시하였
다. 이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이 상호 방문을 통해 서로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행사로 식물
검역에 대한 안내 및 식물 검역처리시스템
QIPS관련 동영상을 시청,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LMO에 대한 소개 및 검사방법에 대해
안내, 식물검역현장 방문,‘원격진단 네트워크
시스템’등 첨단과학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
으로 이루어지는“세계일류식물검역을 소개
하였다.

수출식물 검역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호남지원은 11월 12일 전남농업기술원 농업
경영체 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식물
검역 교육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식물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농산물 수출 검역 요령에 대해 안내하
였으며, 실험실로 자리를 옮겨 첨단과학 장비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중』
식물검역 홍보관 설치 운영

광주사무소는 10월 24일 ~ 11월 3일 11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제7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식물 검역 홍보
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식물검역 홍보관은
식물검역 안내 게시판, 애완용 곤충표본 및
검역현장에서 발견되는 병해충 표본, 수입금
지 열대과일 모형, 전라남도 수출품목(배, 쌀,
메론, 사과 등), 각 수출품목과 관련된 병해충,
국내산의 살아있는 갑충류 및 나비류 등을
전시하였다.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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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금지과일,
외국 곤충 표본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중요
성과 생소한 행정에 대해 다가갈 수 있었으
며, 우리 기관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광양사무소 청사 이전
광양사무소는 11월 29일 광양항 배후단지
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신청사는 3층 총면적 853㎡를 확보하여
구사무실보다 약 4배가 넓어지고,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식물검역 검사건수 및 실험실 검사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LMO 검사실
구축 등 민원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식물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발판
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29일에는
호남지원장 및 관내 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였고, 이춘진 지원장은 철저한
식물검역과 더불어 대국민 친절 봉사의 자세로
세계일류의 식물검역 구현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8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대미 수출배 선과검사 성황리에 종료
광주사무소 관내에는 대미수출배단지가
나주와 곡성에 각각 1개 단지씩 2개 단지가
있으며, 배봉지 씌우기 직후인 6월과 수확
직전인 8월 두 번에 걸쳐 재배지 검사를
483농가 620h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출배
선과검사는 미국검역관과 함께 8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요 수출품종인 신고배,
황금배 등 총 2,772톤(전년대비 4.3% 증가)을
선과검사 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제주지원
제주산 감귤 6년 만에 미국 수출길 열려
제주지원은 제주산감귤이 ’
02년‘감귤궤양
병’
검출로 중단되었던 대미 감귤수출이 알래
스카주로 6년 만에 재개되어 ’
08. 12월 현재
3건 39M/T 수출로 한국산 감귤의 미국본토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제주산 감귤의 미국수출이행 조건은 △감귤
궤양병 이병과, 화살깍지벌레 해충과 선별
△고압공기 또는 물 세척 △수출포장상자에
‘알래스카주만 수출가능’
표기와 △식물위생
증명서에 감귤궤양병, 화살깍지벌레에 감염된
과실 없음’
등을 부기함으로서 수출이 가능
도록 하였다. 제주지원은 지속적인 대미감귤
수출을 위하여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수출
업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축행사로 진행된
「제47회」
탐라문화
제행사장에 식물검역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번 홍보관에는 제주지역에서 수출되는
파프리카 등 10여개 품목과 수입식물 50개
품목을 전시하고 식물검역게시판·동영상을
설치하여 한눈에 식물검역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요관심 금지병해충해설게시판 및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출 해충표본과 제주지역
에서 채집된 호박과실파리 유충의 박과류를
가해하는 실물을 전시하여 관람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래병해충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제주지원은 11. 5일 지역 내 열대식물 반입
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외래병해충
예찰업무 내실화를 위한 외래충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민속예술 축제 및『제47회』
탐라
문화제 식물검역홍보관 설치 운영

제주지역은 아열대에서 고산대의 다양한
기후와 식생으로 외래병해충이 유입되면 정착
이 우려되어 예찰업무가 필요하다.

제주지원은 2008.10. 2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천지연 광장에서 개최된「제49회」
한국민속
예술축제·
「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따라서 외래병해충 모니터링에 의한 ’
07.
태국산 덴파레묘에서 국내 미기록 혹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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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 초동방제를 이룬바와 같이 지원간담
회를 개최하여 예찰업무 정보공유 및 효율화
를 더 해나가고 있다.

식물검역 홍보전시회 개최

기관간 방문행사 실시
제주지원은 상호 일하는 방식과 수행업무
이해를 통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6회, 10개 기관, 81명을 대상으로
기관 간 방문행사를 실시 하였다.
이번 방문행사는 제주지원 기관업무 소개,
식물검역홍보관 관람을 통하여 식물검역을 이
해하고 열대과수 재배지 및 외래병해충 예찰
업무 등을 체험함으로써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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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사무소에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12일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의 협조로 제주국제 공항 국내선 탑승동 3층
에서 식물검역홍보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외래병해충의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우리 농림산물의 안전생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게시판과 제주지원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외국산 곤충표본 430여종을 전시하였다.
제주공항사무소에서는 매년 이러한 식물
검역 홍보전시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제주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식물검역과 함께 라는 느낌을
주기위해 다양한 홍보행사로 이끌어 나아갈
계획이다.

지원·사무소 소식
청소년 봉사활동 식물검역 홍보도우미 운영
제주공항사무소는 ’
08년 8월부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 (http://www.dovol.net)의
청소년봉사활동을 식물검역홍보와 연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식물검역 체험활동을 제공
하여 식물검역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서비스센터에서 식물검역홍보
봉사활동을 신청 후 제주공항사무소를 방문하여 식물검역동영상 시청, 실험실 검사과정을 체험
하고, 해외여행객 출국 시 과일류와 호두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물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국제선 출국장에서 검역관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20회 106명이 식물
검역홍보 캠페인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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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세상은 나에게 모든걸 가지라 한다
저자 : 헬렌 G. 브라운
출판사 서교출판사 | 2008년 08월 | 11,900원

책소개
▶▶ 자기 일을 가진 여성, 자기 성취를 꿈꾸는 여성, 멋진 인생을 디자인하는
여성들의 필독서. 이 책은 매월 1,000만 부가 팔리는 세계적인 여성지「코스모
폴리탄」수석 편집장을 거친 CEO 헬렌 브라운의 저서로 1,000만 여성이 애독한 밀리언셀러다. 여성들이
인생 설계에서부터 일, 사랑, 섹스, 결혼, 건강, 다이어트, 패션, 친구, 재산 증식 등 가정과 직장에서 마주
치는 문제에 대한 솔직한 해법이 담겨져 있다.
▶▶ 저자는 어떻게 하면 직장과 가정이라는 정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일과 사랑에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시한다. 자신의 체험과 함께 미국 워킹 우먼들의 성공담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멋진 연애법, 운동과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이유,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한다.
▶▶ 이 책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지금 당신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는 충고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다. 아울러 일에 다시 도전하려는
30-40대 여성들에게 '일'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고 활기차게 해 주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저 자

- 헬렌 G. 브라운

▶▶ 세계 최고 여성지『코스모폴리탄』
의 30년 편집장을 거친 CEO다. 그녀는 또 영화『조스』
,『스팅』
을 제작한
영화인 겸 카피라이터로 1995년부터『타임』
지가 선정한‘영향력 있는 세계 여성 25인' 중 선두 주자로서
탁월한 명성을 누린 바 있다. 헬렌 브라운은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Sex and the Single Girl』
을
발표하여, 젊은 여성들의 삶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의 다른 작품으로『Sex and the
Office』
,『Cosmopolitan's Love Book』
,『The Writer's Rules』
등이 있다

옮긴이

- 김현종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KBS와 MBC에서 구성작가 겸 드라마작가로 활동하며,
다채로운 글들을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기고하였다. 최근에는 시사교양과 여성 문제에 관련된 책을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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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실적('08)

2008.1.1.∼12.31. 현재

구

분

총

해충

병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계

218

6,257

247

3,181

239

4,407

소 계
곤충류
응애류
선충류
달팽이류
소 계
진 균
세 균
바이러스

188
172
3
9
4
30
13
1
13

6,057
5,950
10
52
45
200
81
1
97

235
208
7
12
8
12
12
-

3,156
2,947
11
118
80
25
25
-

157
125
3
27
2
82
53
3
-

2,755
2,470
9
271
5
1,652
1,576
4
-

3

21

-

-

26

72

잡

초

’
08년 1년간 수입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은
총 704종 13,845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218종(31%) 6,257건(45%)이었으며, 잠정
규제병해충은 247종(35%) 3,181건(23%),
비검역병해충은 239종(34%) 4,407건
(32%)이었다.
규제병해충 218종 6,257건 중 해충이 188종
(86%) 6,057건(97%)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30종(14%) 200건(3%)이 검출되었다. 해충
의 경우 곤충(5,950건 9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52건, 달팽이 45건,
응애 10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97건, 진균 81건, 잡초 21건, 세균 1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247종 3,181건 중 해충이
235종(95%) 3,156건(99%)이 검출되었
으며 병은 12종(5%) 25건(1%)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2,947건 93%)이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118건, 달팽이
80건, 응애 1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만 25건이 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239종 4,407건 중 해충이
157종(66%) 2,755건(63%)이 검출되었
으며 병은 82종(34%) 1,652건(37%)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2,470건
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271건,
응애 9건, 달팽이 5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1,576건 95%)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잡초72건, 세균4건이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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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총괄)

2008. 1. 1. ~ 12. 31.

검역량
구분

단위

'08.(A)

검역결과('08.)
전년
대비
(%)

'07.

폐기·
반송

소독

처분
비율
(%)
(B/A)

계(B)

건수

건

3,593,896

4,323,692

83

38,779

54,276

93,055

3

곡류,특작류 등

톤

39,089,179

47,091,779

83 2,649,438

17,107

2,666,545

7

목재류

천㎥

6,728

8,161

82

1

5,493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511,246

4,400,421

398

13,511 2,886,452

2,899,963

17

건수

건

70,360

74,654

94

12,381

36

12,417

18

곡류,특작류 등

톤

195,252

317,140

62

365

358

723

0

목재류

천㎥

15

87

17

5

0

5

33

묘목,구근류 등

천개

193,109

763,162

25

864

5

869

0

건수

건

3,523,536

4,249,038

83

26,398

54,240

80,638

2

곡류,특작류 등

톤

38,893,927

46,774,639

83 2,649,073

16,749

2,665,822

7

목재류

천㎥

6,713

8,074

83

1

5,488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17,318,137

3,637,259

476

12,647 2,886,447

2,899,094

17

총

계

5,492

수

출

수

입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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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실적(화물)

2008. 1. 1. ~ 12. 31.

검역량
구분

단위

'08.(A)

검역결과('08.)
전년
대비
(%)

'07.

건수

건

199,959

210,954

95

곡류,특작류 등

톤

24,239,433

22,839,491

목재류

천㎥

6,728

8,161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271,974

265,811

건수

건

49,220

곡류,특작류 등

톤

목재류
묘목,구근류 등

폐 기·
반송

소독

처분
비율
(%)
(B/A)

계(B)

38,742

1,656

40,398

20

106 2,649,365

16,750

2,666,115

11

5,492

1

5,493

82

102

13,510

5,722

19,232

7

49,602

99

12,371

36

12,407

25

194,728

316,337

62

365

358

723

0

천㎥

15

87

17

5

0

5

33

천개

58,621

56,288

104

864

5

869

1

건수

건

150,739

161,352

93

26,371

1,620

27,991

19

곡류,특작류 등

톤

24,044,705

22,523,154

107 2,649,000

16,392

2,665,392

11

목재류

천㎥

6,713

8,074

83

5,487

1

5,488

82

묘목,구근류 등

천개

213,353

209,523

102

12,646

5,717

18,363

9

총

계

수

출

수

입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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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주요품목 검역실적(화물)
2008. 1. 1. ~ 12. 31.

단

'08.(A)

식 물 명
위
종려묘목

주요 상대국

수량

3

2,500

톤

807

12,858

188

1,138

429

1,130

대만

천개

131

1,539

73

879

179

175

일본

배추

톤

723

5,846

409

1,242

177

471

대만

사과

톤

606

4,074

352

1,330

172

306

대만

감자

톤

164

66

105

53

156

125

북한,괌

팽이버섯

톤

1,158

5,037

810

1,598

143

315

중국,미국,대만

백미

톤

88

418

163

161,352

54

1

북한,미국,오만

볏짚

톤

21

329

275

11,810

8

3

일본

천개

13

1

255

58

5

1

네덜란드

톤

370

758,569

17

34,636

2,176

천개

213

1,209

82

650

260

186

중국,인도네시아

단백피

톤

656

612,344

328

334,714

200

183

미국,중국

주정박

톤

1,263

402,420

635

184,335

199

218

미국,중국

천개

164

5,269

89

2,409

184

219

중국,인도네시아

옥수수(사료용)

톤

2,328

7,486,021

1,406

6,702,067

166

112

미국,브라질

양파

톤

408

37,332

252

14,447

162

258

중국

오렌지

톤

6,094

108,888

4,011

78,147

152

139

미국,남아공,칠레

천개

752

242

514

118

146

206

싱가포르,대만

소맥피펠렛

톤

448

363,560

310

321,235

145

113

중국,인도네시아

피마자박

톤

267

300,796

185

228,685

144

132

인도,중국

천개

708

3,572

517

3,092

137

116

태국

커피원두

톤

1,999

100,667

1,544

82,305

129

122

베트남,일본,에디오피아

코프라박펠렛

톤

248

488,464

192

375,843

129

130 인도네시아,필리핀

목화씨(사료용)

톤

712

91,430

563

76,330

126

120

미국,인도,베트남

참다래

톤

499

29,068

774

34,688

64

84

뉴질랜드

소맥(사료용)

톤

212

444,851

427

1,034,960

50

43 우크라이나,러시아

브로콜리

톤

580

5,544

1,191

11,561

49

48

중국,미국

석류

톤

254

3,755

537

7,685

47

49

이란

호박종자

톤

191

58

408

118

47

49

중국

생강

톤

166

4,628

450

12,062

37

38

중국

알로카시아묘

국화절화

수초삽수

서양란절화

88

건수

4

대두박펠렛

입

수량

113

채송화묘

수

건수

100

아이리스절화

출

수량

대비(A/B, %)

천개

양배추

수

건수

'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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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해외출장

전

보
소

속

직급(위)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

문영미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08.10.7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이현무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

’08.10.6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이동현

영남지원

〃

〃

농업서기

김선이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
08.10.22

복직

〃

행정주사보

김지선

식품의약품안전청

’
08.10.13

전출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

김필헌

〃

’08.11.10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장태호

〃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
〃

김영진

문화재청

’08.11.17

〃
〃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윤은영

인천공항지원

’08.11.17

제주지원

〃
〃
〃

고승학

호남지원

김형륜

제주지원

김숙정

중부지원

〃
〃
〃

〃
〃

농업서기

조영재

호남지원

’08.11.25

농업주사

정운진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08.12.8

중부지원 검역1과

문덕기

〃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
〃

최지웅

중부지원 검역1과

〃
〃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

이한진

〃

〃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비고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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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전

보
소

속

직급(위)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농업주사

이현호

중부지원 검역2과

’08.12.8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

박인탁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

중부지원 조사분석과

조태현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임기원

중부지원 천안사무소

〃

〃
〃
〃

전재용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김인수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국립식물검역원

〃

김현주

〃

제주지원

행정주사보

이유희

영남지원

국립식물검역원

〃

남동일

제주지원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서기

노규진

호남지원

국립식물검역원

〃
〃
〃

김선이

중부지원

여경택

영남지원

〃
〃
〃
〃
〃
〃
〃
〃
〃
〃

박지언

영남지원

’08.12.11

복직

제주지원
제주공항사무소

시설서기

김형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8.12.15

전출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농업주사보

임원석

인천공항지원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

김경범

제주지원

〃
〃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기능8급
사무원

김영인

인천공항지원

’
08.12.27

국립식물검역원

〃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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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위
해제

보
소 속

직급(위)

성명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오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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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08. 12. 10 ~ ’
09. 6. 9

발령일
’
08.12.10

비고

원내동정 / 인사·해외출장

전

직
소 속

직급(위)

성명

전직직급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

백종오

행정주사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김지선

행정주사보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

김필헌

〃

중부지원 안양사무소

〃

장태호

〃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

김영진

〃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

김성식

〃

제주지원 제주공항사무소

〃

김형륜

시설서기

퇴

파

비고

직
소 속

직급(위)

성명

퇴직일

국립식물검역원

기술서기관

허승무

’
08.12.31

운영지원과

서기관

전종철

〃

비고

견
소 속

직급(위)

성명

파견처

비고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남동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 제 동 원 희 생 자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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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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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발령
소 속

직급(위)

성명

대우직급

중부격리재배관리소

행정주사

김용기

행정사무관

검역기획과

농업주사

김종원

농업사무관

중부지원 평택사무소

농업주사

이시원

농업사무관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농업주사보

황선영

농업주사

영남지원 신선대사무소

농업주사보

하현국

농업주사

영남지원 구미사무소

농업주사보

변장명

농업주사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농업주사보

김종보

농업주사

운영지원과

기능8급운전원

안현수

기능7급운전원

방제과

기능8급사무원

김영혜

기능7급사무원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
〃
〃
〃
〃
〃
〃
〃

이영이

〃
〃
〃
〃
〃
〃
〃
〃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
중부지원 검역1과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호남지원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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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김화선
박종숙
김옥선
김선혜
전영숙
김향희

비고

원내동정 / 인사·해외출장

승

진
소 속

직급(위)

성명

발령직급

비고

영남지원 김해공항사무소

농업주사

김문식

농업사무관

’
08.12.1

남부격리재배관리소

〃
〃
〃
〃
〃
〃

김범술

〃
〃
〃
〃
〃
〃

〃
〃
〃
〃
〃
〃

인천공항지원 속초사무소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영남지원 양산사무소
영남지원 검역2과

문희중
나진호
김재두
김정중
허만환

해외출장
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
08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현지검사

9.14-12.25

필리핀

문병천

’
08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4차현지검사

9.14-12.14

필리핀

농업사무관

이기병

한-EU FTA/SPS회기간
협상 참석

10.4-10.8

벨기에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정영철

제43차 WTO/SPS위원회
회의참석

10.4-10.11

스위스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이강희

선진국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덴마크,노르
10.5-10.12
국외연수
웨이,스웨덴

위험평가과

농업주사

이인환

EU측 개최 소나무재선충
관련 세미나참석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사무관

국제검역협력과

소

속

직급

성명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농업주사

현우택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보

국제검역협력과

출장목적

10.5-10.11

포르투갈

이기병 NAPPO 연례회의 참석

10.18-10.26

멕시코

농업주사보

박호철 NAPPO 연례회의 참석

10.18-10.26

멕시코

인천공항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보

배종식 태국산 망고 4차 현지검사

10.27-12.31

태국

영남지원 검역1과

농업주사

강연주 현지검역

10.27-12.27

이스라엘

국제검역협력과

농업연구사

임규옥

IPPC 국가식물위생 능력
12.5-12.13
함양을 위한 작업단회의참석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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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월별로 알아보는 제철음식

2월
제철식품
채 소 : 쑥갓, 시금치, 고비, 봄동, 참취, 순무, 양파, 달래
해 산 물 : 청각, 다시마, 파래, 굴, 전복, 꼬막, 홍어, 홍합
과 일 : 사과, 귤, 레몬

제철음식
봄동겉절이, 쑥갓무침, 시금치무침, 취나물무침, 다시마무쌈, 순무김치, 파래무침,
호두사과샐러드, 꼬막양념찜, 홍어찜, 홍어버터볶음

명절/세시음식
정월대보름
마른반찬
김
치
장 아 찌
젓
갈
장

: 오곡밥, 김, 시래기나물, 호박고지, 고사리, 도라지, 마른가지
: 다시마튀각, 김부각
: 굴깍두기, 양파겉절이, 순무김치, 부추겉절이, 전복김치, 냉이김치
: 두부장아찌, 파래장아찌, 달래장아찌, 무말랭이장아찌
: 멍게젓
: 간장

3월
제철식품
채 소 : 봄동, 돌미나리, 달래, 냉이, 씀바귀, 고들빼기, 쑥, 땅두름, 원추리, 고사리
해 산 물 : 물미역, 톳, 굴, 바지락, 대합, 모시조개, 피조개, 도미, 꼬막, 임연수어
과 일 : 딸기, 금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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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음식
봄나물요리, 조개탕, 도미찜, 냉이된장국, 미나리강회, 꼬막무침, 달래무침, 대합국,
대합구이, 두릅숙회, 두릅추무침, 파래무침, 돌미나리무침, 쑥국, 달래오이무침, 원추
리나물, 바지락솔밥, 도미탕수, 고사리나물

명절/세시음식
삼 짇 날 : 진달래화전, 수면탕평채
마 른 반 찬 : 육포, 어포, 김자반
김
치 : 쪽파김치, 고들빼기김치, 돌나물물김치, 죽순김치, 두릅김치,
유채김치, 달래김치
장 아 찌 : 죽순장아찌, 쪽파장아찌, 굴비공추장장아찌
젓
갈 : 조기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곤쟁이젓, 뱅어젓
장
: 통밀장, 된장, 간장
출처 : http://blog.daum.net/gen2gen 다복하게살아다오 내사랑아

서로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재료..
♣

샐러리와 마요네즈 ♣
마요네즈는 샐러리의 단짝 소스로 통한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리
를 먹으면서, 고열량의 마요네즈를 곁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럴 땐
요구르트 소스가 좋다. 요구르트의 상큼한 맛이 잘 어울린다.

♣ 오이와 무 ♣

오이를 자르면‘아스코르비나아제’
라는 비타민C 분해효소가 생긴다.
이 물질은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
♣ 시금치와 두부 ♣

시금치에 든 수산 성분과 두부에 다량 포함된 칼슘이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져 칼슘 섭취를 막고 결석 가능성을 높인다.
출처 : http://cafe.daum.net/Rabb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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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식물검역 정책고객으로 모십니다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식물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객들의 정보 교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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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스레터 사이트에서 구독신청(http://enews.npqs.go.kr)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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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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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본

인천공항지원
(032-740-2072)

중부지원
(032-433-8632)

원

(031-449-0524)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없이
없이
지역번호
지역번호
없이
없이

1588-5117
1588-5117

중부격리재배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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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자연생태계와 농림자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물검역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기 관
본

원

지역번호
031

인천공항지원

032

중부지원

032

영남지원

051

호남지원

063

제주지원

064

중부격리

031

남부격리

055

전화번호
FA X
449-0524
420-7604
740-2072
740-2081
433-8632
433-8534
467-0442
441-4518
467-3456
468-9739
728-5410
728-5412
202-6988
204-0668
335-0210
335-0212

주

소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430-01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공항합동청사내)

400-718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제주시 청사로 22(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7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2-40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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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