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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공무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을확산시켜

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신고대상부패행위

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
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지급기준 : 부패행위등의유형에따라금품·향응수수액의 10%이내포상금
(상한액/각 유형별 : 10~50만원)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서면, 전화, 방문 등편리한방법으로신고

식물검역원직원 : 홈페이지「원장과의대화방」, 「부조리신고센터」등사이버신고센터를이용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서면,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신고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신고방법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 FAX 031)42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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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맞으며드리는말씀

친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직원 여러분

희망과도약의2010년새해가밝아왔습니다. 

금년에도여러분모두복많이받으시고가정에도행복과평안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힘을 모아 연초에 계획한 대로 수출입 식물검역, 국내 예찰과

방제, 위험평가와연구개발, 국제협력, 그리고고객서비스향상과역량강화를위한목표를

차질없이달성하였습니다.

이를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신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년도에정부는경제활성화와함께녹색성장과미래대비그리고국가브랜드향상을

통한선진일류국가도약을전력추진할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국민과함께자연과

함께』성장하는매력적인농림수산식품산업달성을위해경영혁신과소득증대, 체질개선

및미래준비, 안전식품의안정적공급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우리국립식물검역원도이와같은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경제활성화를위한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등미래대응, 저탄소녹색성장을뒷받침하고농림수산식품분야의정책목표

달성을지원할수있도록시장창출, 비용절감그리고고객감동을위해최선을다해야합니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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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지금까지의농업인과농업중심의식물검역에서국민과함께하고자연을생각하는식물

검역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물검역 위주의 규제, 보호, 차단

중심의식물검역에서농생명산업의성장을지원하고국민과소통하는식물검역으로발전해

나가야합니다. 

이를위해금년도에는우선, 지난해에 이어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주요수출유망품목에대한수출검역협상을조기에타결하고수출비용을

절감할수있도록상대국의검역요건완화해야합니다. 수출농가와단지에대한교육과

관리를더욱발전시키고장기적인검역협상목표를세우고상대국의우려병해충에대한

과학적관리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경 검역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내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와함께외래및돌발병해충에대한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

개발할필요가있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를대체할소독기법도조기에실용화하고장기적

으로해외병해충에대한위험평과와관리체계도보강해야합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천적등

산업용곤충을보다쉽게활용할수있도록수입허용및관리체제를개선하고우리원의

축적된기술을활용하여곤충과미생물산업활성화를위한기술지원도확대해야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배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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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검역제도를 바꾸고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검역 제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증가하는해외여행객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홍보를통해금지품등의반입이

획기적으로감소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또한상습적인위반사범은엄정단속하고조

치하여성실하게법규를준수한고객과차별화하여야할것입니다. 

다섯째, 금년도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국격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개도국 기술지원, 국제회의 유치와 참여확대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합니다. 상대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입각

하여균형있는협상을추진해야합니다. DDA협상진전과다발적인FTA에대응하여식물

검역분야협상도소홀히해서는안됩니다.

여섯째, 검역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기술을 개발하고 검역장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식물방역관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높이고조직및인력관리도효율화하여야합니다.

끝으로식물검역업무의청렴도와고객만족도를획기적으로높여나가고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선진화해야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예산조기집행과일자리창출에도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국립식물검역원직원여러분

이와같은과제를추진하기위한부서별사업계획은지난연말에원내의토론과협의를

거처마련한바있습니다. 이제는세부계획을마련하고이를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해야

합니다.

신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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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여러분이이와같은일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역량개발을지원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사업성과와고객만족도를높인개인이나부서는인사등에서제도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부작침(摩斧作針)의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노력하여성과를높여주실것을확신합니다. 

한편, 금년도에는국가적으로4대강사업등주요국책사업이본격실시되고지방선거가

실시되는중요한해입니다. 이러한때일수록우리모두는공직자로서더욱엄정한자세로

공직 기강을 정립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민에게봉사해야한다는점은모두잘아실줄믿습니다.

끝으로새해에도여러분모두더욱발전하시고가정에는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기를

다시한번더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큰꿈이루십시오. 

2010년새해아침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 인 태

신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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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역 정 보

1. 개정배경

동 고시에 따라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은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한·캐나다

양국간합의에따라수출가능품목이팽이버섯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되는 만가닥버섯, 새송이

버섯 등의 모든 입병재배 버섯류로 확대됨에

따라동고시를개정하고자함

⇒「한국산사과, 배생과실및재배매체가부

착된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식검고시

제2009-16호)」를「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

출검역요령(안)」으로개정

2. 주요 추진 경과

○ '07. 8. : 팽이버섯 이외의 버섯 수출 허용

을캐나다에요청

○ '08. 1. : 캐나다측의 버섯 생산시설 현지

조사

○ '09. 8. : 캐나다측의수입허용통보

3. 주요 개정사항

○수출가능품목이팽이버섯한종에서입병

재배되는모든버섯류로확대

한국산사과, 배 생과실및재배매체가부착된입병재배버섯의캐나다수출검역요령

(식검고시제2009-16호)

「한국산사과, 배 및재배매체가부착된팽이버섯의캐나다수출검역요령」이

2009. 10. 5일자로개정고시되었기에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고시개정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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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1. 개정배경

칠레산 레몬에서 규제해충인 장미둥근홈

바구미(Pantomorus cervinus)가 검출되어

칠레산레몬을통한동해충의유입을방지하기

위해동고시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 추진 경과

○ '09. 7. 10. : 칠레산레몬에서규제해충검출

○ '09. 7. 17. : 칠레산 레몬 생과실 수입요건

개정필요성검토

○ '09. 7. 17. : 칠레측에 칠레산 레몬 수입

검역요건개정제안

○ '09. 9. 17. : 칠레측에서칠레산레몬수입

검역요건개정동의

3. 주요 개정사항

○장미둥근홈바구미가검출된레몬을생산한

과수원의레몬생과실은당해시즌의나머

지기간동안대한국수출금지

○장미둥근홈바구미가검출된과실과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에 대해서는 생산

과수원정보를한국측에제공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 키위, 오렌지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고시

(농식품부고시)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 키위, 오렌지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이

2009. 11. 5일자로개정고시되었기에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에서는 2009년 12월 3일자로 깍지벌레

류의 생물학적 방제용 천적으로 깍지무당벌레

(Cryptolamus montrouzieri)의 수입을 허용

한다고발표하였다.

이번에수입이허용된깍지무당벌레는전통적

인 생물학적 방제용 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종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깍지 벌레해충

방제에광범위하게이용하고있는종이다. 

현재 농업현장에서 다양한 천적이 활용되고

있으나 깍지벌레류에 대해서는 마땅한 천적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차에 이번 수입허용은

깍지벌레류의 방제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들

에게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지난2002년 11월딸기에많이발생하는점박

이응애 방제용 천적으로 칠레이리응애를 최초

수입허용한이후, 이번에 1종이추가됨에따라

총 18종의 천적을 국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수입이 가능한 유용한

곤충류는화분매개용1종, 연구용2종및천적류

18종을포함하여21종이되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 및 자연생태계

에위해성이낮고이용도가높은천적에대해서

는수입을허용하여안전한먹거리생산을위한

친환경농업지원에계속노력해나갈것이다.

사과, 배 등 생과일의 수출검역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실시되고있다. 

주요수출품목은배, 사과, 단감, 포도등으로

국립식물검역원은 금년도 총 101개 단지

(11,713ha, 10,079농가)에서 약 4만 톤의 수출

검역을실시할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봄철부터 수출농가교육(3.13∼9.30 현재,

6,558명)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봉지씌우기

확인 등 포장검사를 실시하였고,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부착여부 등 수출상대국의 수입요건충

족을위해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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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농업용천적1종수입허용

- 친환경농산물생산을통한안전한먹거리제공에기여-

10월부터생과일(사과, 배등) 수출검역본격시작

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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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는 각 지원과 사무소별로 수출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자가 원하는 시간

(공휴일 포함)과 장소에 출장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있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수입금지

하고 있는 국가와 협상을 통해, 금년에 필리핀

및 캐나다에는 버섯류를, 호주에는 파프리카의

수출이가능하도록하는성과를거두었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11월 3일(화)

대전 소재 레전드 호텔에서 수출입식물 소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농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식물검역소독연구학술발표회를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감축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를대체할친환경적인소독기법

의해외개발동향과국내연구기관, 대학및업계

에서연구중인다양한소독기법이논의된다. 

친환경훈증제(기체상태로병해충을사멸하는

약제)인에틸포메이트뿐만아니라세계적추세

인 CATTS(저산소가온처리법), 전자빔, 방사선

과같은물리적방법을이용한친환경소독기법

도논의될예정이다. 

※수출입식물을 통한 각국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검역과정중해충발견시

소독약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는 1932년부터 전 세계

적으로사용되는잔류가거의없는기체상

태의 약제로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감축 및

대체되고있다. 

또한, 11월 4일(수)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와 한국공업포장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

식물검역원이 후원하는 수출입식물 소독업계

연찬회가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훈증소독 효과 제고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시설 개선사례’등 업계의

주제발표 뿐만 아니라 방제업계와 열처리업계

의발전방안을심도있게다루는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개정된 수출입식물 소독관

련법령의주요내용과각국의목재포장재검역

요건에대한정보도제공할예정이다. 

국립식물검역원은이러한학술발표회및연찬

회를 통하여 산·학·관간 관련 정보를 공유

하는등지속적으로정책커뮤니티를구축하고,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소독기법을개발해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적인수출입식물소독기법논의활발

- '09 식물검역소독연구학술발표회및소독업계연찬회개최-



농림수산식품부국립식물검역원(원장배인태)은

국산파프리카의첫호주수출이금년 11월부터

가능할것임을밝혔다.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식물검역당국간약정에따라국내농장과선과

장을 등록하고 호주측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식물검역원은10월 12일부터15일까지경기도

안양과 제주도에서‘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를개최하고파프리카수입허가서발급등

모든관련절차를마무리하였다. 

※ 호주측 농림수산부 식물보호국 소속

Vanessa Findlay 국장, 한국측 식물검역원

장승진 국제검역협력과장 등 양국 검역전문가

11명이참석

이에 따라 식물검역원은 현재 등록을 추진중

인 21농가(화순20, 진주1)산 파프리카가 11월중

첫선적이이루어질수있도록수출검역절차를

진행하고있다. 

*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

며, 수입시장규모는약60억원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감귤의 호주 수출

허용을 위해 한국측이 호주가 우려하는 감귤궤

양병에 대해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안하였고 호

주측은 수용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키로

하였다. 

한국산 포도의 수출허용 문제는 감귤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착수하여1년내외에결론짓기로하였다. 

그밖에도양국은수입위험분석, 과실파리예찰

및박멸활동등의분야에관한기술교류를확대

키로 하고, 우선 2010년도에 우리측 전문가가

호주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주측

이협조키로하였다. 

한편, 호주측은 타즈마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양벚의 수입허용요청 등을 의제로 제기하여

양측전문가간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국립식물검역원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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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포도호주시장진출청신호

- '09년한·호주식물검역전문가회의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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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수출되는국산버섯에대한캐나다측

식물검역요건이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국립식물검역원(원장배인태)

은 현재 팽이버섯에만 적용하는 톱밥, 쌀겨 등

재배물질 부착 허용 대상을 모든 식용버섯류로

확대하는식물검역요령을캐나다측검역당국과

협상을마무리하고‘09.10.5일부터적용키로고

시하였다. 

지금까지 캐나다측은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재배물질을 병해충 유입우려가 있는 흙과 같이

수입 금지하여 국내 수출농가들이 재배물질

제거에많은노력을소요했을뿐아니라버섯의

신선도유지에도어려움이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07.8월부터

캐나다측과협의를추진하여, 국내농가가사용

하는 재배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수출

검역요건완화에합의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이번에 캐나다로의

버섯 수출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연간

458톤 규모의캐나다버섯수출이더욱활성화

될것으로전망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국산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5월

필리핀과수출식물검역협상을타결한바있다. 

※‘08년도버섯별캐나다수출실적

- 팽이버섯 300톤, 느타리버섯 128톤,

송이버섯27톤, 양송이버섯3톤

캐나다로수출되는버섯류식물검역요건완화

- 톱밥등멸균된재배물질부착버섯도수출가능-

○현재수출되는버섯의상태(재배매체미부착)

○ 향후수출가능한버섯의상태(재배매체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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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농식품수출목표 100억불(2012년) 달성을위해대부분의국가에서식물검역상

수입을제한하고있는과실및채소류의신규수출시장개척을위한검역협상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 결과, 금년에는 호주에 파프리카, 필리핀에 버섯류의 신규수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캐나다에버섯을수출할때엄격히적용하던검역조건을완화하는성과를거두었다. 

※캐나다로 버섯을 수출할 경우 부착된 톱밥 등 재배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였으나,

’09.8 부터부착을허용키로함

금년도에검역협상이타결된파프리카의경우이번 11월달부터호주수출을준비중이며, 캐나다에

대한수출버섯류는원가절감으로수출증대가예상되고있다. 

※지금까지 협상타결 실적(누계) : 미국, 대만 등 13개국 50품목 (미국, 중국 등 15개국 45품목

협상중) 

또한미국시장에감귤과토마토, 중국시장에파프리카, 브라질에배추등채소종자 8종, 필리핀에

감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10년중에는 협상타결과 함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중 미국에 대한 감귤 수출은 궤양병이 문제가 되어 현재는 알래스카주와 괌·사이판 등 일부

지역에만수출할수있으나, 내년산부터는미국본토까지수출지역이확대될전망이다. 

파프리카의 경우는 일본에 편중됐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년 호주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내년에는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중국검역당국관계자를초청하여합의한바있다. 

한편, 미국·대만 등에 수출단지관리, 합동검역 등의 조건으로 수출되는 배, 사과, 단감, 포도 등

금년산과실류의경우 10월말까지수출실적이 8,127톤에달하여전년(6,315톤)보다 30% 수준증가

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금년산 생과실 수출검역계획량을 4만톤(배 32천톤, 사과 6.6, 단감 0.7,

포도0.7)으로잡고156개선과장에서식물검역을실시하고있으며, 미국에대한배수출검역은미국

검역관7명과합동으로검사를실시하고있다. 

국립식물검역원관계자는내년도에도우리농산물수출검역지원을더욱강화하기위해수출단지

병해충조사등에소요되는예산을추가로10억원반영하였다고밝혔다. 

검역정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수출시장개척을위한식물검역협상크게진척

- 금년도에버섯등3품목, 내년에도감귤등4품목타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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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식

1. 대상식물

□ 저 위험도 품목

○병해충위험도분석결과검역적으로병해충이부착되어유입될우려가없는식물(첨부)

≪대상식물현황(165품목)≫

2. 검사방법

□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검사만 실시

○위장신고등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주기적인모니터링과Spot check 실시

※품목별서류·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정밀검사방법(식검고시) 참조

□ Spot check 및 모니터링 기준

○Spot check : 자동Spot check 시스템을활용하여검사배정

- 서류검사대상식물품목번호등록(본원에서일괄입력)

○모니터링: 검사장소, 수입물품 판매장 등을 수시로 순회점검하여 품목허위신고 및 병해충

부착여부등을확인

서류에의한검사대상식물및검사방법

구분 건과류 견과류 건채류 분말류
냉 동 기 타

건조식물과일류 채소·곡류

(당초) 8 10 12 11 48 53 13

(추가) - - - - 3 7 -

누계 8 10 12 11 51 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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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첨부) 서류에의한검사대상식물

구 분 대 상 식 물

건 화
(7)

갈대건화, 데이지건화, 백합건화, 별꽃건화, 아고니스건화, 자스민건화, 연꽃건화

견과류
(10)

개암, 건피스타치오, 피칸, 은행, 잣, 건캐슈넛, 건캔들넛, 건브라질넛, 건밤, 건복숭아핵

건과류
(8)

건살구, 건자두, 건바나나, 건맹고, 건무화과, 건파인애플, 건파파야, 건포도

건채류
(12)

건당근, 건대파, 건구약, 건딸기, 건마늘, 건박, 건양파, 건파슬리, 건청경채, 건시금치,

건고추냉이, 건허브

분말류
(11)

녹두가루, 메밀가루, 백미가루, 감자녹말, 찹쌀가루, 송화가루, 쑥가루, 알로에분말, 고

추냉이가루, 카레분말, 엿기름가루

영하

17.8℃

이하로

냉동된

과실류

(51)

냉동감, 냉동감귤, 냉동구아바, 냉동대추, 냉동라임, 냉동람부탄, 냉동레몬, 냉동로즈애

플, 냉동롱간, 냉동두리안, 냉동맹고, 냉동맹고스틴, 냉동메론, 냉동무화과, 냉동바베이

도즈, 냉동밤, 냉동복숭아, 냉동복숭아핵, 냉동아몬드, 냉동아보카도, 냉동앵두, 냉동사

포딜라, 냉동살구, 냉동석류, 냉동양벚, 냉동양앵두, 냉동앨더베리, 냉동여지, 냉동오

디, 냉동월귤, 냉동유자, 냉동은행, 냉동자두, 냉동자몽, 냉동잣, 냉동참다래, 냉동체리

모아, 냉동커스타드애플, 냉동코와망고스틴, 냉동코코넛, 냉동파인애플, 냉동파파야,

냉동패션후르츠, 냉동포도, 냉동포멜로, 냉동피스타치오, 냉동수박, 냉동훼이조아, 냉

동바나나, 냉동선인장열매, 냉동레드커런트(추가)

영하

17.8℃

이하로

냉동된채

소류

(60)

냉동마늘, 냉동마, 냉동고사리, 냉동근대, 냉동배추, 냉동양배추, 냉동꽃양배추, 냉동냉

이, 냉동당근, 냉동대파, 냉동더덕, 냉동도라지, 냉동두릅, 냉동브로콜리, 냉동마늘쫑,

냉동무, 냉동미나리, 냉동부추, 냉동죽순, 냉동쪽파, 냉동상추, 냉동생강, 냉동셀러리,

냉동송이버섯, 냉동표고버섯, 냉동버섯, 냉동순무, 냉동스위트콘, 냉동시금치, 냉동쑥

갓, 냉동아스파라가스, 냉동아욱, 냉동고추냉이, 냉동양파, 냉동연근, 냉동오크라, 냉동

풋옥수수, 냉동우엉, 냉동케일, 냉동콩나물, 냉동토란, 냉동파아슬리, 냉동풋콩, 냉동혼

합채소, 냉동호박, 냉동얌, 냉동딸기, 냉동여주, 냉동강남콩, 냉동루핀콩, 냉동리마콩,

냉동콩, 냉동완두, 냉동팥, 냉동느타리버섯, 냉동그물버섯, 냉동능이버섯, 냉동쑥, 냉동

무시래기, 냉동양고추냉이(추가)

기타
(6)

호프, 커민, 겨자, 은행엽, 바닐라두, 깐호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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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최근, 중미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따라동병원체의기주식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아래와같이취합니다.

수입제한

중미지역감귤그린병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지역추가

수입제한지역(추가) 수입제한대상식물 수입제한적용시점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unintanaROO주(추

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추가)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

(종자제외)

'10.1.7일 선적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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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발견된병해충수입식물에서발견된병해충

Planococcus ficus (Signoret) 미국산포도에서

검출된관리해충

□ 검출정보 : 영남지원(’09. 8. 17.)에서

미국산포도에서검출

□ 분류학적 위치 : Hemiptera (노린재目),

Coccoidea (깍 지 벌 레 上 科 ),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科)

□ 학명 : Planococcus ficus (Signoret)

□ 일반명 : Vine mealybug

□ 육안 특징 : 성충의 크기는 약 4mm정도

이고모양은작하며, 타원형임. 몸의표면은

끈적한왁스와밀납으로덮여있고가장자리

에는왁스분비공이있어왁스가실처럼분비

되어있음.

□ 슬라이드표본 특징(암컷성충) : 18쌍의

가시털융기부(cerarii)가 있으며, 가시털

융기부에 각각 2개 센털(conical setae)이

있고, 항문엽막대(anal bar)가 뚜렷함. 머리

배면과 가운데다리 기절(coxa) 측연배면에

분비관(oral collar ducts; 0~4개)이 거의

없기 때문에 Planococcus minor와 매우

유사함. 그러나 뒷다리 퇴절(femur)에 감각

구멍(translucent pores)이있음.

□ 분포 : 미국(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남아공, 이집트,

인도, 파키스칸, 구북구(프랑스, 그리스등)

□ 기주 : Vitis(포도속), Persea등20개속식물

□ 생태정보 : 현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정보는없음.

□ 경제적 중요성 : 포도 재배 시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며, Vine Leafroll

virus를 매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미국캘리포니아에서흔히발생하는종이며,

한편 플로리다에서도 간혹 채집되고 있음

(G. Hodges, 2009). 지중해, 남아공, 파키

스탄 및 아르헨티나에서 포도의 해충으로

보고되었음.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임 재 영

jaeyoung@korea.k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7

Planococcus ficus (Signoret) 미국산 포도에서 검출된 관리해충

□ 참고문헌 : Williams, D.J. 2005. Mealybugs of southern Asia. Southdene. 896pp.

Williams, D.J. & Granara de Willink, M.C. 1992. In: , Mealybug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CAB International, London, England. 635 pp.

□ 동정결과확인 : 서수정연구사(중부격리재배관리소)

□ 사진자료

그림❶~❻ Planococcus ficus (Signoret), 미국산 포도(영남지원 검출),

VIII-17-2009 : ❶~❷. 암컷성충, ❸. 머리, ❹. 밑판, ❺. 기절

(Coxa), ❻. 퇴절(femur)

❶ ❷

❸

❻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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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묘목에서처음검출된

Cylindrocladium colhounii

조사연구사업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 배경

사과를 가해하는 해충으로는 응애, 진딧물,

노린재류, 나방류 등 다양한 종류가 알려져

있지만, 특히복숭아순나방과복숭아심식나방은

발생 밀도도 높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1977; Ahn

et al., 1985). 우리나라의 사과를 대만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분포범위가 넓은 복숭아순나방

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 복숭아

심식나방은 대상국의 주요 검역대상이므로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매를 직접 가해하는

복숭아심식나방이 유충시기에 과실에서 발견

되는 경우 다른 유사종들과의 구분이 형태적

으로어려우며, 수입국의통관과정에서미성숙

복숭아순나방이 복숭아심식나방으로 오인되어

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항상존재하게된다. 

미성숙유충과 달리 성숙유충은 특정 형질에

있어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외국의

문헌자료와 검출 해충의 사진을 이용하여 도해

자료를 작성하였다. 미성숙유충의 경우 형태적

구분은 어렵지만 분자생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되었으

므로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대상 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동정방법의 정립은 수출

업무 지원 뿐 아니라, 과학적인 검역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2. 형태학적 형질에 의한 분류동정

성숙유충은 일부 특징적인 형태적인 형질을

이용하여 분류동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질을

이용하여 사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나방 유충

3종을 구분할 수 있는 도해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림은 일본식물방역소의 자료(1981)을 이용

하였으며, 사진은검출해충의사진을이용하였다.

영남지원 조사분석과

안 희 동
an10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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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발생하는 심식나방류의 분류동정방법

3. 분자생물학적 형질에 의한 분류동정

미성숙유충의 경우 성숙유충과 달리 기관의

발달이 미약하여 형태적 구분은 어렵지만 분자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최근

(송 등, 2007)에 발표되었으므로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 방법은 복숭아심식나방과

복숭아순나방에 대하여 특이적인 분자지표를

이용하여 PCR을 이용하여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은 알, 유충,

번데기, 성충 등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공통적

으로적용할수있으며손상된시료또는시료의

일부분만으로도 동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태적인 동정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실험장비등환경이구비되어있는실험

실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는단점이있다.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 잎말이나방과 -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 심식나방과 -

복숭아명나방
(Dichocrocis punctiferalis)

- 명나방과 -

앞가슴
L자모

복부 3~6절
SV자모

배다리
갈고리돌기
(crochet)

꼬리돌기
(anal comb)

L자모 3개

SV자모 3개

갈고리돌기닫힘 갈고리돌기닫힘 갈고리돌기열림

꼬리돌기있음 꼬리돌기없음 꼬리돌기없음

SV자모 4개 SV자모 3개

L자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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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NA 추출

PCR을 위한 DNA 추출은 상품화 되어 있는

통상적인 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알콜에 저장

된시료는DNA 추출전건조후이용하는것이

좋다. DNA 추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료

표면을 날카로운 핀 등으로 절개하여 Lysis

(용해) 시간을최소화한후실험할수있다. 

3-2. PCR을 이용한 DNA의 증폭

PCR을위한프라이머는각종별로한세트씩

이 필요하다. 이 프라이머는 미토콘드리아의

COI 유전자에서서로차이가많이나는부분을

이용하여고안되었다.

Primer Sequences size Remark

Gm_DI-FP 5'-GATTTTGATTATTACCTCCTTCT-3' 23 mer 복숭아순나방
진단용분자마커Gm_DI-RP 5'-CCAGCTAATACTGGTAGTGAAAGT-3' 24 mer

Cs_DI-FP 5'-GATTTTGACTGCTTCCCCCGTCA-3' 23 mer 복숭아심식나방
진단용분자마커Cs_DI-RP 5'-CCAGCAAGAACTGGAAGAGATAAA-3' 24 mer

복숭아순나방및복숭아심식나방진단용 PCR 프라이머목록(송 등, 2007)

3-3. PCR 반응조건

DNA 증폭을 위한 PCR 반응조건은 초기 94

℃에서 1분간불활성단계를거친후, 35회반복

으로증폭단계를거치면된다. 증폭과정은94℃

에서 30초간 변성단계, 56℃에서 30초간 프라

이머결합단계, 72℃에서 1분 30초간 사슬연장

단계로이루어지며, 최종사슬연장단계가추가

로 72℃에서 10분간 이루어진다. PCR 생성

물은 1 × TAE buffer를이용하여 1% agarose

젤로확인한다.

3-4. 실험결과

위에서 살펴본 실험조건에 의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검출된 나방유충에 적용실험을 실시

하였다. 각종의특이프라이머를이용하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종을 정확히 진단해 낼

수있었으며, 증폭된밴드의길이는두종모두

310bp로나타났다(그림1).

그림 1. 특이프라이머를이용한두종의 PCR 결과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과 수출단지

에서 검출된 6개체의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두 종을 구분하는 진단마커로서 적용

가능함을확인하였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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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발생하는 심식나방류의 분류동정방법

그림 2. 사과 수출단지에서검출된시료의 PCR 결과

4. 고찰

복숭아심식나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한

다양한기법들이개발되고있으나, 아직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에는 제약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PCR 방법에 의한

분류동정은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

하며, 환경이구비된실험실로시료가이동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시간은 두 세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두 종의 구분

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법으로 사과에서 검출

되는 모든 나방류 해충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있다.

최근 분자생물학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

하고 있으며, 그 적용분야도 보다 넓어지고

다양해지고있다. 특히해충의분류동정에있어

분자생물학 기법의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

라고할수있다. 보다적극적이고유용한기법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배단지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방법 및 다양한 해충을 동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복숭아심식나방을

진단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단백질키트와 같은

속성진단키트의개발이필요하며, 사과에발생

하는 모든 나방류의 동정을 위해서는 멀티

플렉스PCR 검정법의개발등이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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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감귤궤양병 관련 규정 개정

□ APHIS는 2009년 10월 22일 새로운 연구

결과에따라감귤궤양병규제지역산과실을

미국 전지역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개정

○Florida 주가 미국내 유일한 감귤궤양병

검역지역임

○감귤궤양병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한 APHIS의 분석 결과, 감귤궤양병은

수확된 병징이 없는 과실을 통해서 확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병징이 있는

과실이더라도 선과장에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할 경우 병을 확산시키지

않음

○이러한연구결과에따라, APHIS는현행

감귤궤양병 관련 규정을 개정. 수확된

과실은 더 이상 선과장에서 검사하여

감귤궤양병 병징이 발견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없으며, 더 이상상업적으로감귤

류를 생산하는 주로 출하하는 것을 금지

할 필요가 없음. APHIS는 규제지역으로

부터 주간 이동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소독하고compliance agreement 하에서

운영되는 상업적 선과장에서 포장되도록

규정할것임

2. 미국, 일부 국가산 감귤그린병 및 CVC병
기주식물 추가 수입 금지

□ APHIS는 감귤그린병(Candidatus

Liberibacter spp.)과 Citrus Variegated

Chlorosis병 (Xylella fastidiosa)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2009년 11월 6일부터 일부

국가산기주식물을추가로수입금지한다고

WTO에통보

○금지식물속(Rutaceae): 

- Aeglopsis, Atalantia, Balsamocitrus,

Bergera, Calodendrum, Citrofortunella,

Citroncirus, Citrus, Clausena,

Fortunella, Limonia, Microci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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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a, Poncirus, Severinia,

Swinglea, Toddalia및Triphasia

○금지 지역 :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

국및멕시코추가

- Argentina, Bangladesh, Belize,

Bhutan, Brazil, Burundi,

Cambodi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Costa

Rica, Comoros, Cuba, Dominican

Republic, Ethiopia, Eritrea, India,

Indonesia, Japan, Kenya,

LaoPeople's Dem. Rep.,

Madagascar, Malaysia, Malawi,

Mauritius, Mexico, Myanmar,

Nepal, Pakistan, Paraguay,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union, Rwanda, Saint Helena,

Saudi Arabia, Sri Lanka, Somalia,

South Africa, Swaziland, Chinese

Taipei, Tanzania, Thailand,

Timor-Leste, Viet Nam, Yemen,

Zimbabwe

3. 미국, 유리알락하늘소 검역 지역 확대

□ APHIS는 Massachusetts주 West

Boylston에서 유리알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ALB)에 감염된

나무 18 그루가발견되었다고밝힘

○APHIS 검역관들은인근Worcester 지역

의ALB 발생에따른방제및박멸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9월 이 지역 나무들을

조사하였음

○이번발견으로APHIS는Massachusetts

주의검역지역을약 20㎢확대(총 190㎢)

함

○검역지역밖으로규제물품인땔감, 통나무,

묘목, 목재 산물 등 ALB 기주 식물을

반출하는것은규제됨

○현재 Illinois, Massachusetts, New

Jersey, New York 등 4개주에 ALB

검역지역이설정되어있음

▲유일알락하늘소

4. 멕시코, 감귤그린병 확산

□멕시코는 Jalisco주 Puerto Vallata시에

이어 Nayarit주 Bahia de Banderas

시에 위치한 정원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감귤그린병이확인되었다고NAPPO에통보

○SENASICA 식물위생 위원회는 Nayarit

및 Jalisco 주 식물위생 위원회와 함께

"Emergency protocol for the detection

of huanglongbing"을위한조치를시작

- 조치내용은감염주탐지를위한집중

조사, 실험실 진단을 위한 식물 및

매개충(Diaphorina citri) 채집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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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배자, 현장직원및일반인들에

대한교육및홍보활동과더불어감염주

제거, 매개충에대한집중적 systemic

방제를실시

○이로서 멕시코 감귤그린병 발생 지역은

Yucatan, Quintana Roo, Nayarit 및

Jalisco 등4개주로확대되었음

5.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감 둥근무늬낙엽병
피해 심각

□발렌시아 농업증진기구(LA UNIO)는

감 둥근무늬낙엽병(Mycosphaerella

nawae)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국가적차원의지원을촉구

○LA UNIO측추정에따르면이미병발생

으로 인한 손실은 2천만 유로를 넘어섰

으며, 여기에출하된과실의회수비용을

따지면피해액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

□ LA UNIO는 정부가 피해를 입은 농지에

3년간 1 ha 당 최소한 7,500유로를 지원

해줄것을요구

○농업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농지의

30% 이상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

서 약 1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LA UNIO측은 이러한 지원만

으로는불충분하다고주장

- 농업위원회 지원만으로는 1kg 당

0.02 유로밖에보상받지못하는셈이

지만, LA UNIO측이요구한최소한의

지원으로는 1kg 당 0.19 유로의 보상

을받게되는셈임

6. 호주, 미국산 오렌지, 레몬 등 긴급 수입
제한 조치

□ AQIS는 감귤그린병 매개충인 아시아귤
나 무 이 (Asian citrus psyllid
(Diaphorina citri))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미국산 오렌지 등
의수입을제한

○대상: 다음을 포함하는 아시아귤나무이

의기주식물

- 오렌지(Citrus sinensis and C.

aurantium), 레몬(Citrus limon),

만다린 및 탠저린(Citrus reticulata),

자몽(Citrus paradisi), calamondins

(Citrus mitis), tangors (Citrus

reticulata x C. sinensis), tangelos

(Citrus reticulata x C. paradisi),

Tahitian limes (Citrus latifolia),

Rangpur limes (Citrus limonia),

포멜로(Citrus grandis), 라임(Citrus

aurantifolia), kaffir limes (Citrus

hysterix), Citrus속의 잎(Citrus

spp.), 카레 잎(Murraya koenigii)

and kumquat (Fortunella spp.)

○동 해충의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소독 처리되었음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

서를첨부한화물에한하여수입가능함

- "The produce (fruit or leaves)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sourced from a place of

production which is free of

Diaphorina citri", 또 는 "The

produce (fruit or leaves)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subjected

to a treatment effective against

Diaphorina ci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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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Massachusetts주 유리알락하늘소
피해지역 산림 복구

□ APHIS는 유리알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ALB) 박멸프로그램에

따라Mass.주 Worcester에서산림복구를

위해 2009년 가을 나무 400그루를 심을

것임

○APHIS 등은 현재 Mass.주 Worcester

카운티에서 ALB 박멸활동 중이며, 박멸

프로그램에 따라 ALB의 추가 확산을

막기위하여ALB 감염주를제거. 나무를

다시심음으로써박멸프로그램으로제거

된감염주들을대체할수있을것임

○주택소유자들은 참나무, 너도밤나무,

참피나무류 등 ALB의 피해를 입지 않는

수종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박멸활동

수행 직원들과 가을 동안 소유지에 나무

를심게됨

- ALB 박멸 프로그램 수행 직원들은

주택소유자와토양조건, 위치, 소유지와

인근 지역에 자라고 있는 다른 수종,

제거된 나무의 수와 크기 등을 협의

하여나무지급수량결정

○ALB 프로그램은 2010년 가을까지

800 그루의 나무를 기주 제거 지역에 심

을 계획임. 또한 Mass. 주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은

최근 Worcester 카운티 내 ALB 감염

지역의 재식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의 기금에서 4.4백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이 자금은 USDA가 산림

보호 계획을 위해 배정해둔 89백만 달러

중일부임

8. 칠레, 천적을 이용한 유칼립투스바구미
생물학적방제 실시

□칠레 SAG는 Gonipterus Scutellatus

(eucalyptus snout beetle)로부터

유칼립투스 숲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저해하지않는생물학적방제를실시

○이는 호주가 원산인 Anaphes nitens

(총채벌과)를 이용하는 생물학적방제법

으로서 칠레 산림청 (CONAF)이

Anaphes nitens를증식하여방제용으로

방사하게됨

- 약 0.81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초소형벌은해충의알에기생해서

유충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칼

립투스 나무에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막아줌

- Anaphes nitens는 생물학적방제에

매우 효과적인데, 이는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인공적으로 생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SAG측이밝힘

- Anaphes nitens는 불과 몇 년 만에

해충 피해를 감소시킬 만큼 방제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

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방제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러국가에서증명된바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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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PPO 식물방역관 워크숍 개최

□ EPPO 식물방역관 워크숍이 11.10~12.

리투아니아 Vilnius에서 리투아니아

NPPO(국가식물보호기관) 주최로개최됨

○23개국으로부터 50여명의 식물방역관이

참가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기준

(ISPM No.15), 수입 후 검사(post-

import inspections), 식물위생증명서발

급후화물의식물위생안전문제등에대

한정보및경험교환

- 리투아니아 NPPO 책임자인 Mr

Morkevicius는 참여자들을 환영하고,

전체 식물 위생 체계의 근간이 되는

검역관임무의중요성에대해강조

- 참여자들은 각국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검사하고 있으며

ISPM 15가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에

대해발표

10. 미국, 제초제저항성유전자조작옥수수에
대한 규제 해제

□ USDA APHIS는 2009. 12. 9. glyphosate

및 acetolatate 합성저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규제 품목에서 제외

키로결정했다고발표

○APHIS는 2005년부터 고시를 통해 이

옥수수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허가

절차를실시하였음

○APHIS는Pioneer Hi-Bred International

이 청원서를 통해 제출한 data에 대한

평가, 다른 과학적 data 및 공개 수렴된

의견들에대한분석을기초로결론을내림

○규제 해제를 위해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가 최초 제출한 청원

은APHIS의유전자조작생물체및산물

에관한규정에적합하였으며, 의사결정

절차에따라APHIS는 2008. 12. 8. 위험

평가초안을발표하고의견수렴을실시

○과학적증거들을볼때, 이계통의유전자

조작옥수수와관련된환경, 인간의건강

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거의없음. 따라서, 이옥수수는

더 이상 규제 물품이 아니며, 자유롭게

이동및재식이가능함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27

기 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식물검역원영남지원

수출검역현장을가다. 

상대국검역정보도전달… 검역원은수출농가길라잡이

자유무역협정과 농식품 수출정책으로 수출검역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수입품에대한검역이해외병·해충이국내에들어오는것을막고안전한

수입산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국경을넘는검역정보를농가에제공하고, 그에따라농사를짓도록길라

잡이역할을한다. 

16일오후, 양파밭에서일하던이공만가야원농장(김해시진례면) 대표는

심비디움온실을찾은노수현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장과검역관일행을

반갑게맞았다. 

이 대표는“농사꾼은자기먹을것은해먹어야한다”며심비디움농사

도 크게 짓는데 양파도 하느냐는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웃었다.

경남 김해와 부산 강서구 일대에는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지역 수출을

위한심비디움수출농장이집중돼있다. 이대표도춘절에맞춰다음달부터

집중출하할심비디움을돌보는데여념이없다. 그는“이제곧출하기가

다가오는데 검역원들도 바빠질 것”이라며“매일 와서 살펴줘 안심하고

수출한다”고말했다.

같은 날 오후, 일본시장에 편중된 파프리카 수출을 미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진주 대곡수출농단에서 정명환 수출파프리카작목회장은“미국은

우리 수출물량이 많아지면 식품안전성 검사 등 검역기간을 늦춰 통관을

늦추는경향이있다”며수출현장의다양한관행을소개했다. 

내일신문산업팀 정연근기자
ygjung@naeil.com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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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일본에서미국으로수출시장을확대하기

위해미국의검역기준에맞춰파프리카온실설

비를 갖췄다. 온실에 들어서는 문을 이중으로

하고문도자동문으로했다. 식물검역원영남지

원에서 파악한 정보가 도움이 됐다. 미국에 등

록된농약정보도검역원이제공했다. 

대곡면 농가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한진길

대곡농협 월아지소 수출팀장은“수출 상대국의

검역정보를미리파악해설비를하지못하면이

중 삼중의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검역원에서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정보

를제공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한팀장은또“신선채소는신선함이생명이고

가치인데 검역을 빨리 해주니까 좋다”며“신속

한 검역이 기본이지만 옛날에는 소홀했는데 속

도가빨라졌다”고덧붙였다. 

노수현영남지원장은“품질이좋고가격이높

아도검역을통과하지못하면농식품수출을할

수 없다”며“수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출검

역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 우리 농산물

이 세계인의 식탁에 빨리 전달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밝혔다. 

(신항) 수입식물검역현장취재(신항) 검역현장설명

(대동농협) 장미절화수출선별현장취재(진주) 파프리카수출농가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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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9급신임실무과정이 수원에 있는 농업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연수생은 55명으로‘09년도 4월에 있었던

국가직공무원공채시험농업직과행정직에합격한사람들그리고동해어업

지도소에서 교육 받으러온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국립식물

검역원에는농업직7명과행정직1명이배정되었다.

연수는 팀웍 훈련, 견학, 시험, 분임토의 등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숨가

쁘게 진행되었다. 저녁 이후에는 예외없이 친목도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평균취침시간이새벽2~3시를넘나드는강행군이계속되었다. 

그 와중에도 식물검역원으로 배정받은 8명은 호시탐탐 단합의 기회를

노렸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았다. 각기 다른 조에 속해 있었던 것도

이유라면이유겠지만그보다는처음의어색함과서먹함때문에한마음을

내기가어려웠던것이다. 

서로 눈치만 보던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연수가 끝날 무렵의 전체

모임. 이런 자리에 술이 빠질쏘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이어주셨던박커스신이강림하시고, 지금이아니면기회가없다는

절박함이우리의마음을통하게했는지기다리던자리가마련되었다. 

다른연수생들은모두다음스테이지로옮겨가고드넓은방에덩그러니

남은 우리 8명. 어색한 헛기침 소리, 과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뚱

멀뚱한 시선, 서먹한 기운이 감돈다. 이땐 보통 박커스신의 수해를 가장

많이받은사람이말문을열게마련인데... 그게바로나였던걸로기억한다.

평소엔 숫기 없는 내가 이땐 꽤나 용기를 내어 말했던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성격과는 맞지도 않는 친목회장 비슷한 걸 선뜻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어쩐다. 신의명약을과용하면이런부작용이생기는구나. 과유불급

이라했거늘...

영남지원 울산사무소

김 섭
wakingturt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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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중론은 이번 연도부터 채용방식이

달라진만큼뒤처지지않게열심히하자는쪽으로

모아졌다. 선배님들은석사이상으로이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동기들

이 거기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아무래도많았던것이다. 그리고다들

식물검역원이란 기관이 생소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하는지에대해서도많은이야기가오갔다.

정신없이 지나갔던 연수가 끝나고 11월 30일

안양 본원에서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임명식이

끝나고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우리 동기들은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우리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콩닥거리는 마음을 가방 가득 쟁여온

소지품들 사이에 구겨넣고 각자 발령받은 곳을

향해힘찬걸음을내디뎠다.

다음날 영남지원에서는 신규자 임용식이

있었고새내기(?) 5인방은사무실을돌아다니며

새로운가족들과인사를나누었다. 두근반세근반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했다.

동기들과 함께라는 기쁨도 잠시 나는 또 길을

나서야했다. 사실 동기들을 뒤로 하고 울산

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왠지 홀로 유배지로 떠나는 기분이랄까. 괜히

내가뭘잘못한것은없나반성하면서나름대로

단독 울산행의 이유를 추리해보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곧 알게 될 너무나 단순명료한 이유를

예상치못한체...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울산사무소에 도착!

울산식구들과얘기를나누면서좀전의궁금증

은소장님의한마디로해결되었다. ‘니는남자

아이가’. 그 이후 검역현장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자연히 이해가 되었다. 업무상 출장이

빈번하고울산의특성상선상검사가많기때문

에남자인나로서도쉽지가않았기때문이다.

직원은 나까지 포함해서 4명, 다 남자, 하는

일은일반시민은잘알지도못하는식물검역.

보이는 건 무쏘 두 대, 용도를 알 수 없는 실험

장비들, 영어 섞인 문서들... 나는 완전히 그들

만의세상에초대된것이다. 

그렇게 울산에서 예비검역관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의 낯설음도 차츰 익숙함으로

변해가고 당황스럽기만 했던 경험도 일상적인

경험으로조금씩바뀌어가고있다. 이제는바이

얼챙기라고했는데잘못듣고다이어리를찾으

려고 가방을 뒤지지는 않는다. 또 벌레의 발자

국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일도 자연스럽

게느껴진다. 앞으로는대한민국의국토를지켜

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검역관이

되고싶다. 지금내게주어진이길이가슴뛰는

길이될수있기를간절히소망한다.  

동기여러분!

서로의마음을가장잘이해할수있는특별한

인연,  잘가꾸어가요.

우리원선배님들! 

천천히제속도로다가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울산사무소소장님, 선배님들!

멋진가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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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aropsis thielavioides가

일으키는장미의 Black mold

□ 배경

○2009. 11. 23. 독일산장미묘목에서관리급병원균인 Chalaropsis

(Chalara) thielavioides가검출되어전량(20,291개) 반송조치되었다.

완전세대가 불확실한 C. thielavioides는 Chalara ovoidea 및

C. populi와 근연종으로 ITS영역의 동질성이 아주 높고, 형태적

특성이유사하여분류동정에혼란의여지가있다. 이에금번검출된

Chalaropsis 분리균의 형태적, 배양적 특성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분자계통학적분류동정을실시하였다. 

□ 분류학적 위치

○Mitosporic fungi, Hyphomycetes, Moniliales, Dematiaceae, 

○이 명

•Thielaviopsis thielavioides (Peyronel) A.E.Paulin,

T.C.Harr. et al. 2002

•Chalaropsis thielavioidesPeyronel 1916

•Chalara thielavioides (Peyronel) Nag Raj & Kendr. 1975

•Chalaropsis thielavioides var. thielavioides Peyronel 1916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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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지역 :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유럽(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등)

□ 기주식물 : Juniperus, Ilex, Thuja, Rosa,
Daucus, Ulmus, Cryptomeria,
Euphorbia, Populus, Lupinus,
Carya등

□ 균학적 특성

○형태·배양적특성. 분생포자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데 우선 분생자병에서

형성되는 endoconidia는 백색으로 투명

하고사슬형이며, 형태는끝이잘린모양

의 cylindrical, 이병조직에서 검출된

포자의 크기는 3.6-4.7×7.8-12.7㎛,

이병부위가 검게 보이는 포자덩어리의

macroconidia 혹은 후막포자의 색상은

진한olive 갈색으로포자의형태는구형,

유구형 및 넓은타원형으로 다양하며,

포자가 성숙할 때면 외벽은 더 두꺼워진

다. 크기는 8.6-11.6×9.2-13.0㎛.

PDA(Difco) 배지에서 생장이 더딘 반면

후막포자의 생성은 왕성하였다. 특히

배양시 당을 산화시키면서 alcohols 및

esters화 산물의 독특한 과일 향을 발산

하는 특성이 Collins & Morgan이 보고

한내용과유사성을보였다(Fig. 1). 

○병원성 : C. thielavioides가장미의상처

난 뿌리나 접목 및 접지부위에 부착되어

조직을감염시키면균사가조직으로침투

하여식물의생장을방해하고결국접순을

사멸시킨다. 싹 아래에서 발달하는 경우

캘러스의형성을방해하고꽃봉오리또한

사멸된다. 재식 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재식 후 관수량이 과다하면 뿌리 부패를

일으키기도한다. 조직에서균사의생장이

신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흑색의 검은

포자덩어리도 이병부위에서 빠르게 발생

한다(Fig. 1). 

당근의경우온도가 C. thielavioides의 병원

성에미치는영향을보면, 저장온도가 0-2℃에

서는 병원균의 생장이 억제되어 2개월 이상

이병증상의 발현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8℃에서는 10일 이후, 20℃ 수준에서는

4일 후부터는 병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큰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수확 후 sorting 및

packing 시에 병징의 발생은 없을지라도 저장

중또는판매이후에발생하기도한다(Kaegi et

al). 결과적으로 오염은 포장에서 발생하지만

수확 후 저장기간 및 온도의 영향에 따라

병심도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배

중병해발생의약제방제뿐아니라수확후철저

한 관리도 병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것으로지적된다. 

한편 전염방식은 토양 전염성이지만 포자의

비산과재식전에손질한잔재물이중요한감염

원이 된다. 적절한 방제법이 없는 상태로 병원

체가특히, 건조한상태, 약제처리등극히열악

한 환경조건에 놓여 있어도 병원균의 활성을

지속,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의 후막포자를

가지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법이 병원균의 제거

와 병 방제의 해결책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병의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대처법은 엄격한 위생관리로 재배된

무병묘목의수입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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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생물학적 특성

○염기서열분석 : ITS 영역의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장미묘목에서분리한균을동정

하기 위하여 PDA 배지에서 10일간 배양

한다음DNeasyTM Kit (Qiagen Korea.

Ltd.)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 하였다.

분리한 DNA를 ITS1과 ITS4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대략 550bp의 증폭 산물을

얻었고 정제 후 (주)예비티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분석하였다. ITS영역염기서열

결과 분리균은 Chalara thielavioides,

Chalara ovoidea, 및 Chalara populi와

같은그룹을형성하여종간ITS의상동성

이 높았고, Chalara thielavioides CBS

148.37 (AF275485) 균주와 99.1%의

염기서열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형태적, 배양적 및 분자 생물적 특징을

바탕으로 분리균을 Chalaropsis

thielavioides로동정하였다. 

Fig. 1.Black mould of rose seedlings caused by

C. thielavioides and colonial appearance on PDA

plate incubated in darkness at 25℃ (above).

Chlamydospores, conidiophores and endoconidia

form of C. thielavioide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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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Chalaropsis isolates (09065358) isolated from rose

seedlings inferred by analysis of the ITS-1, ITS-4 region. The tree was obtained by

neighbor-joining method using Kimura two-parameter model. The bootstrap

values obtained after a bootstrap test with 1000 replications.

Chalara thielavioides(Thielaviopsis thielavioides)

(09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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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수량이 4개이하인경우에는전체컨테이너에서정해진샘플을채취

하여검사하지만, 컨테이너수가5개이상인경우에는일부컨테이너에서검사

샘플을채취하여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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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수입식물검역(하)

<컨테이너추출기준>

컨테이너수(개) 컨테이너추출수량

1~3 전 량

4~6 4개이상

7~10 5개이상

11~20 6개이상

21~30 8개이상

31~50 10개이상

51개이상 15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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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에장치되어있는화물은검사를하지않으며, 샘플을채취하는컨테이너는

반드시1단에장치되어있어야합니다.

QQQQ 11112222

컨테이너야적장의경우식물검역전용구역(PQ zone)에서실시합니다.

QQQQ 11111111

비재식용식물, 버섯종균, 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의

경우에만컨테이너에적재된상태에서검사가가능합니다.

- 기타식물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전량 하역 또는 창고에 입고해야 검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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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11113333

선상검사란전용선박으로수입된곡류, 박류, 코푸라, 타피오카, 목재류및죽재

류에대하여수입된식물이선박에적재된상태즉하역전에검사하는것으로

서적재선박이외항에도착하거나부두에접안한다음선상에서검사를합니다.

- 다만, 수입자가 전량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소독으로서 규제병해충을

완전히사멸시킬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선상검사를생략하고소독할

수있습니다.

QQQQ 11114444

아래품목은선상에서1회만검사한다.

곡류
(알곡류)

•대두, 루핀콩, 대맥, 현미, 팥

•마대등으로포장되어수입되는소맥·옥수수

•MB 또는PH3로훈증소독을실시한것이확인되는경우

박류
(과립
또는
분말)

•면실박, 배합사료, 사탕무우박, 사탕수수박, 옥수수배아박, 옥수수

전분박, 주정박, 카사바전분박, 채종박, 캐롤라박, 코프라밀, 코프라박,

콘글루텐파우더, 타피콘전분박, 해바라기씨박

•MB 또는PH3로훈증소독을실시한것이확인되는경우

펠렛류

•단백피펠렛, 대두박펠렛, 대두피펠렛, 비트펄프펠렛, 소맥피펠렛,

알팔파펠렛, 옥수수대펠렛, 코프라펠렛, 팜박펠렛

•MB 또는PH3로훈증소독을실시한것이확인되는경우

기타
•대두피, 소맥피, 코프라, 타피오카칩

•MB 또는PH3로훈증소독을실시한것이확인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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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11115555

1회선상검사품목에포함되지않은품목또는첫번째검사에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경우, 선박의구조가 Tween deck인경우는선상에서 2회검사를실시

한다.

2회 검사는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한 척의 선박에

적재된화물이 2개이상의항구에서하역되는경우 2차입항지에서는첫번째

검사를 생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첫 번째 검사를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제출하도록한다.

첫번째검사에서규제병해충이검출되어소독을실시하는경우에는소독결과

확인으로두번째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검사결과는선박단위로조치한다. 다만, 수입자나품목이다르고명확하게구분

되는경우에는수입자또는품목별로조치할수있다.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하여

검사를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검사제외가공품에해당되는경우이전에「식물검사제외품목확인서」를

교부한적이있고, 신고된수입자·수출자및수입품목이동일한경우에는현물

확인을생략하고서류에근거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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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11116666

화주는식물방역관이검사를실시할때입회하여당해식물을운반, 개장, 포장

등기타검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 다만수입자와검사장소관리책임자간의합의에의하여관리책임자가상기

조치를하는등검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수입자가반드시입회할필요

는없습니다.

QQQQ 11117777

검사대상식물이입고되지않았거나, 구분적재가되어있지않는등검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날에다시출장하여검사를실시합니다

QQQQ 11118888

전자문서(EDI)로 세관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며, 화주가 원하는 경우 검사합격

증명서를발급하거나합격증인을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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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11119999

북한에서수입되는식물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식물방역법’의규정

에따라서북한식물검역당국이발행한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합니다.

북한산 식물중 수입이 금지된 식물은 없으나,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QQQQ 22220000

우리원인터넷수출입검사신청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주소: http://minwon.npqs.go.kr/minwon/index.jsp

※검사진행상황은인터넷으로신청한것외에방문신청한것도확인할수있음

QQQQ 22221111

휴대하는식물도예외없이검사를받아야합니다.

- 식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자진신고하여검사를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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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22222222

식물검역을받지않고세관벨트를통과한시점(세관벨트가없는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도착한시점)에식물을휴대한사실이적발되면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되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

QQQQ 22223333

우편식물은국제우편물류센터(영종도)와부산국제우체국(양산)에서식물검역을

실시하고있으며, 우체국장이식물검역대상물품이담겨있거나담겨져있다고

의심되는우편물을통지하면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QQQQ 22224444

식물검역을필하지않은우편식물을받은사람은그식물을가까운식물검역원에

신고하여검사를받아야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담겨져있는우편물에대해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

이나부정한방법으로검사를받은자는최고100만원과태료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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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식물검역 제도 - 알바니아연재만화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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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이 귀찮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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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소식·행사

호주 전문가 초청 수입위험분석 세미나 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은 10. 12일 본원 대강당에서 호주측 농수산부 식물안전국장 Dr Vanessa

Findlay등4명의전문가를초청하여수입위험분석세미나를실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호주측전문가외에주한농무

참사관과 우리측 관련자 35명이 참석하여 호주

농수산부의 개편된 조직 설명,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국제기준 및 호주의 기준 설명, 호주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교환하는

시간을가졌다

대미 감귤수출 협의회 개최

국립식물검역원은 10. 14일 제주지원 회의실에

서 제주지역 감귤 생산 /수출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10명과 국립식물검역원 국제검역협력과장,

제주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미감귤수출

협의회’를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감귤 미국 본토 수출 추진현

황 설명, 미국 수출 재개를 위한 감귤궤양병 관리

방안검토, 제주지역감귤수출협상전담협의체구

성등에대한논의가있었다

본원소식·행사

검역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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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사요령 개정사항에 관한 교육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은 10.15일 본원 교육훈련장에서 격리

재배담당자(본원, 지원, 사무소26명)를대상으로격리재배

검사요령(식검고시제2009-3호)에대한개정배경및주요

개정내용, 당부사항등설명하는시간을가졌다.

1사1촌 충주 선권마을 일손돕기

국립식물검역원은 10.16일 1사1촌자매결연마을인충주

수안보 선권마을을 방문하여 들깨수확을 함께하고 구내식

당용 쌀 2가마(160kg) 구입하는 등 자매결연 마을과 유대

를강화하고농정현안인 '09년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을

홍보하였다. 

다문화가정 행사장 식물검역 홍보

'09.11.1~2(2일간), 수원소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약 1000쌍을 대상으로

개최한‘정부합동다무화가정고충상담’행사가있었다.

이번행사에서식물검역원은다문화가정이모국방문후우리나라입국시가져올수있는식물류과

가져올수없는식물류에대해소개하는시간을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휴대식물검역 소개이외에 법률상담, 무료건강검진 및 상담 등 고충상담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

록하는유익한프로그램들이많았다

식물검역원은 향후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과 협력

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휴대식물검역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를

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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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연구 학술발표회 및 업계 연찬회 개최

11.3~4일이틀간대전에서소독연구학술발표회및업계연찬회를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감축되고 있는 메칠

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소독기법의 해외개발동향과 국내에서 연구 중인 CATTS(저산

소가온처리법), 전자빔을이용한새로운소독기법등다양한연구결과에대한발표시간을가졌다.

또한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와한국공업포

장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우리원이 후원하는

소독업계 연찬회가 있었으며, 약 200여명이 참석

한가운데소독업계발전방향및열처리시설개선

사례 등 업계 주제발표 뿐 아니라 양 협회장과

식물검역원장이직접업계의애로사항과건의사항

을 받고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가져 업계의 좋은

반응과 함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다수 참석자들

의의견이있었다. 

'09년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연찬회 개최

'09. 11. 12 - 11. 13 (2일간), 충주호리조트에서식물검역원특사경및관계관39명이참석한가

운데연찬회행사를가졌다.

이번연찬회에서는부산세관조사과장특강(관세

법, 통제배달 및 농산물밀수사례), 특사경 업무발

전 개선 토론(수사업무 제도개선 사항 등 4건), 최

근수사활동발표(완전범죄를파헤치다등 5건) 등

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사례 공유와 개선사항을

마련하는유익한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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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09. 11.25 - 11. 26(2일간), 안양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과제별 연구

수행책임자 및 연구원, 분류동정 컨설팅 팀원 등

72명이참석한가운데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종합

평가회를개최하였다.

이번 종합평가회는 총 31과제(외부용역과제 11,

자체과제 20)를 대상으로 과제수행자가 연구결과

발표하고 질의응답 후 평가서에 의거 평가위원이

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특허등록, 토마토궤양병균 검출 관련

지난 11월6일국립식물검역원국제검역협력과임규옥박사의식물

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된『토마토궤양병균을 검출하기

위한 특이 프라이머 및 이의 용도』(발명자 : 임규옥)가 특허청에

국가명의로등록되었다.

또한, 이번 특허기술을 사용한 토마토궤양병 검사키트가 올해

안으로제작이완료되어시판될예정이다.

식물검역원, 농식품부 기관간 협력과제 우수상 수상

"식물병해충원격진단네트워크구축" 

농림수산식품부기관간협력과제우수사례발표회

참가결과우수상수상!!! 

국립식물검역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기관간협력과제우수사례발표회에서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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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원격진단네트워크시스템'은식물검역원과대학, 농진청, 산림청의식물병해충전

문가들이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검출된 식물병해충을 각자의 근무지에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있는시스템으로기존방식에비해신속함을물론관련기관분야별전문가의의견을공유함으

로써효율적으로진단할수있도록하였다.

식검원장 농식품부 취재기자단 정례 브리핑

’09.11.18(수),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MBC, 연합뉴스, MBN, CBS 등 12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에 버섯 등 3품목, 내년에도

감귤 등 4품목 타결이 예상되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식물검역협상'이크게진척되고있음을브리

핑하는시간을가졌다.

식물검역원,안양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09.11.25(수), 본원 4층 대강당에서 안양소방서 정영철 부센터장은 본원 55명을 대상으로

화재시행동요령, 화재예방, 응급처치, 소방시설사용방법등에대해소개하였다.

또한, 본원위험평가과백지현검역관이화재주의시설인본원별관실험실의기자재배치현황

및그에따른화재대처요령을설명하는유익한시간을가졌다

지하철 방송 '식물검역'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서울 1호선, 3호선, 4호선의 객실내 지하철 방송에

'식물검역' 특집프로그램제작하여방영한다.

방영기간: ’09.11.1~11.30(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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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변화창조 성과공유

지난 '09. 12. 10(목),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공동

주최로농림수산식품분야변화창조성과공유회가있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농림수산식품 기관간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창조적인 조직문화

형성등주요성과공유·확산을목적으로개최되었다.

민간경영연구소, 유관단체, 언론, 농식품부산하기관등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기관간협력

우수사례발표, 휼륭한일터(GWP) 관련세미나, 문화공연등다양한시간을함께하였다.

이날우리원은기관간협력과제우수상을수상한 '원격진단네트워크시스템'을발표하고, 관련

전시관을운영하였다. 

동시스템은식물검역원이주관하고농진청,

산림청의병해충전문가들과협력하여화상

회의를통해외래병해충을분류동정함으로써

기존보다신속한검사를진행할수있게개선

한것이다.

식물검역원은 앞으로도 타부처 및 기관과

관계되는업무들을기관간협력을통해효율

화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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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방문행사 협조

인천공항지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간방문행사(Office visiting) 추진계획”에

따라’09년 10월중농관원공주·연기출장소

(8명), 농업연수원교육기획과등 3개과(10명)

가 내방하여 식물검역안내 동영상 시청 및

휴대수입검사·실험실검사등검역현장견학을

통한다양한식물검역체험을하였다.

인천공항지원장, 수출검역 현장점검

인천공항지원장은 ’09.10.8(목), 10.28(목)

2회에 걸쳐 고양화훼재배단지 및 대만 수출

배 선과장을 방문하여 수출농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수출검역관련 애로사항을 등을

공유하는장을마련하였다.

세관 X-ray판독직원에 대한 식물검역

교육실시

’09.10.21~22일 양일간 세관 X-ray 판독

직원(58명)을 대상으로 종자, 묘목류, 수입

금지 과일류 등에 대해 판독시현과 더불어

식물검역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지속적인협조를요청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검역단신

지원·사무소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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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방문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은 농림수산업의 상호이해와

신나는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및

농진청축산과학원을방문하여실제업무현장

을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

하는계기를가졌다.

식물검역현장체험 행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에서는12.4(금) 김포농협수출

배 작목회(37명)가 내방하여 식물검역안내

동영상시청및화물수입검사·실험실검사등

검역현장견학을통한다양한식물검역체험을

하였다.

식물검역홍보 일일교사 실시

인천공항지원은 12.17(목) 인천공항중학교

3학년 학생(270명)들을 대상으로“식물검역

안내 및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1시간동안

일일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식물검역이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계기가되었다.

인천공항 CIQ내 무선호출시스템 설치

인천공항지원은 12.29(화) 인천공항 CIQ내

에 무선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

을 통해 세관검사대에서 검역물품 발견 시

호출하는방식을 유선방식에서무선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역을 받기 위한 여행자의

대기시간및업무처리의효율성이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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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식물검역 홍보

국제우편사무소는지난11.12일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서울 가리봉동 소재)를 방문

하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편

식물검역홍보를실시하였다. 식물검역의취지

와 중요성을 알리고 모국에서 한국으로 가져

올수있는농산물과가져올수없는농산물을

안내하였다. 또한가져올수없는식물을우편

과휴대로반입하지않도록하고, 주변친구들

이나 고향 가족들에게도 널리 식물검역에

대한정보를알려선의의피해가없도록해줄

것을당부하였다.

재식용식물 수입업체 식물검역홍보 및
현장체험 실시

국제우편사무소는지난 11.24일항공우편을

통하여 재식용식물을 수입하는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물 검역과정에 대한 소개와

우편물류센터에대하여현장견학을실시하였다.

’09년 하반기 식물검역발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중부지원은 10월 28일 관세사 및 수출입

대행사 등 검역업무 대행업체 관계자 20명을

초청하여「’09년하반기식물검역발전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식물검역발

전협의체 회장 인사를 시작으로 중부지원

주요업무추진현황 설명 및 협조사항 전달,

마지막으로불편·애로및제도개선사항등을

청취·답변하는순으로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대상 홍보활동 전개

중부지원은 10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례 교육에

참석하여 식물검역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식물검역원의 소개와 더불어 외국에서 한국

으로입국시가져올수없는 식물을안내하고,

홍보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중부

지원은 앞으로도 월1회 정기적으로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식물 검역 홍보를

추진하기로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국제우편사무소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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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금지식물 유통여부

단속 및 홍보

중부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지난

’09. 11. 30(월)일 금지식물 불법 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선부동 일원의

외국인밀집지역을대상으로단속활동을전개

하였다. 베트남 및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상가의 금지식물 유통여부를 확인

하는 한편 중국어, 베트남어 등국가별 언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부하면서

과일류 등 수입금지 농산물의 반입 및 유통

금지를당부하였다. 

칠레농무관 인천항 검역현장 방문

주한칠레대사관농무관(Orlando Penaloza)

은지난 12월 3일(목) 인천항검역현장을견학

하기 위해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을 방문

하였다. 칠레 FTA 협정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주한칠레대사관 소속

농무관은인천항으로수입되는자국농산물의

검역과정을확인하고자방문하였으며, 지원장

이 직접 동행하여 지원 실험실, 곡류 검역현

장, 칠레산 목재류 검역현장에서 우리의 검역

절차와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반적인

검역업무에대하여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기관 간 방문행사 실시

중부지원은 ’09년 12월 9~10일과 16~17일

2회에 걸쳐 기관 간 방문행사를 실시하였다.

1차방문은중부지원운영과장을필두로(1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원도산림

개발연구원, 국립수목원을방문하였으며, 2차

방문은검역2과장이인솔하여(10명) 농촌진흥청

산하국립농업과학원과산림청산하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 강릉지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기관 간 방문 행사를 통해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한편 우리

기관의 업무도 소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재농림수산식품부는신나는일터만들기

일환으로 각 기관간 일하는 방식과 수행업무

이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소속기관및양청(농진청, 산림청)을대상으로

상호간실제업무현장을방문하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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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관리및특사경운영최우수기관수상

국립식물검역원(본원)이 평가하는 변화관리

및특사경운영에서중부지원이특사경최우수

기관으로2년연속수상하였으며2009변화관리

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개인부문에서는 우수검역관 특별상에

검역2과방제주무박승환, 학습동호회장려상에

검역2과 농업주사보 조규달, 우수 특사경에

검역1과기획주무권순일이수상하였다. 

미국산 옥수수(사료용) 미승인 LMO 검출

중부지원은 ’09.12.23. 미국에서 수입한

사료용 옥수수에서 국내 미승인 LMO 유전자

인 LY038이검출됨에따라전량“가공처리에

의한 폐기방법”에 의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처리하고있다. ’10.1.5일기준수입전량

임시저장소인 선광싸이로 BIN(23개)에

타 화물과 구분 격리되어 보관중이며 5개사

3,100 M/T이출고되었다. 

미국 수출배 검역요령 농가 교육

안양사무소는 지난 11월 9일 안성과수농협

회의실에서 안성과수농협 조합장 및 미국

수출배 재배농가 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원활한 대미

배수출을위하여개정된워크플랜및미국 1

수출배 검역요령을 설명하였으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미국 수출 배봉지 변경사항을 안내

하였다.

평택사무소 청사 이전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10월 23일 평택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기도가 평택항만 관련

업무시설을 집중하여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항만업무의 One-stop 서비스를 지원

하기위해건립한항만종합업무시설인평택항

Marine Center로사무실을이전하고 11월 4일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본 현판식은 배인태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박창용 중부지원장과

유관기관장 등 약 30여명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시루떡 컷팅과

지원·사무소 소식

평택사무소

안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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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민원실, 실험실등을순시하는순으로

진행되었다. 평택사무소는 사무실을 평택항

Marine Center로이전함에따라쾌적한환경

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검역업무의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평택사무소는수입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

는종자류를대상으로11월 2일부터12월 11일

까지 6주간 특별검역을 설정하여 검역인력을

증원하고, LMO 검사등외래병해충유입차단

을 위해 철저한 검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화물

로 수입된 고추종자, 무종자, 상추종자, 호박

종자등40여건은실험실정밀검사를실시하였

으며휴대로수입된도라지종자등 4건은화

주요청으로반송처리되었다. 평택사무소는이

번 기간 동안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설

치된전광판과현수막을이용하여식물검역을

홍보하였으며 평택, 당진 지역의 신문에도 보

도하는 등 사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종자류 수입과 관련한 식물방역법

위반사항은없었다.

대미 수출 배 선과검사

평택사무소는미국으로수출하는배의선과

검사를 위해 방문한 미국 검역관 2명(Ronald

Tsunezumi, Reynold I. Ito)과 함께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한·미합동검사

를 실시하였다. 평택과수조합 신궁리 선과장

에서 12월 말 기준 검사한 수출 배는

총 224M/T이며 수출된 물량은 농협무역이

138M/T, 평택과수조합이 14M/T으로 모두

152M/T 12container가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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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생과실 수출을 위한 대만검역관 방문

대만 수출용 사과의 검역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09년 10월 27일 대만검역관

(Ms. Kuo, Hsiao-Yin)이 충북음성햇사레거

점산지유통센터와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대만검역관은 선과장 시설 구비

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고수출농가과수원을

직접돌아보며예찰트랩설치여부및방제일지

작성 등을 점검하였다. 청주사무소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농가 및 선과전문가들에게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교육하고 복숭아 심식

나방의철저한방제를당부하였다.

「청원부용」대미배수출단지첫수출검사시작

청원군 부용면의 부용금강배생산과수원이

’09년 9월 대미 배 신규수출단지로 승인된

이후 10월 27일미국검역관Mr. REYNOLDI.

ITO과 함께 선과검사를 실시하여 11월 3일

13,600kg을 처음 수출하였다. 청주사무소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농가 및 선과전문가

41명을대상으로 10월 12일과 28일두차례에

걸쳐 미국측 우려 병해충 및 선과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대미 수출 배ㆍ밤 한미합동 검사

천안사무소는 ’09. 8. 18일부터 12. 17일

까지 대미 수출 배단지 3개소 선과장에서

한·미합동검사를실시하였다. 금년에는워크

플랜이 개정되어 선과장 책임자가 추출한

샘플(과실 149개)을 한·미합동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단지별 선과장 책임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검역적 안전성 확보와 함께

미국검역관의 확고한 믿음을 주었다. 수출배

선과량은 천안 1,506M/T, 아산 275M/T,

논산 721M/T 총 2,502M/T으로 전년대비

20%가증가하였고현재80%를수출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MB훈증밤은 논산(양촌)에서 9.25일

부터 12.16일까지 23회 1,021M/T을 한·미

합동으로 훈증하여(전년 60M/T) 881M/T을

수출하였다.

지원·사무소 소식

청주사무소 천안사무소



6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영남지원 시문학의 밤 행사 성료

’09년 11월 11일늦은저녁영남지원시문학

교양학습동아리에서는문학을통한직원창의력

개발과 조직 화합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

하였다. 

지원장외 41명과 더불어같은청사를오붓

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17명도참석한뜻깊고의미있는자리었다.

회원 자작시 및 애송시 낭송과 더불어 축하

및 초청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축하공연에는

허재명 검역관의 기타와 하모니카 공연으로

참석한 이들을 한마음으로 맺어주었고, 조은숙

검역관의 갈고닦은 실력이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으며, 천순영 테너

솜씨는모든이들의감탄을자아내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잠시나마 문화생활을

만끽할수있었던좋은시간으로시문학의밤

은그공간을열정으로성대히마무리하였다. 

영남지원장부산대생명환경화학과초청특강

지난 ’09년 11월 17일 노수현 영남지원장은

부산대 밀양캠퍼스 생명환경화학과에서

“농업·농어촌도전과식물검역”이라는주제로

강연을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

과목표로세계일류의녹색선진국건설을위

한에너지자립국가및저탄소경제사회구현,

녹색기술산업의 新성장동력화 등 녹색국가

(Green Korea)를소개하였다.

이번 강연으로 부산대와의 MOU 협력체제

를 견실히 함과 동시에 우리농업과 식물검역

을알리는기회가되었다.

영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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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신규자 멘토링 결연식

지난’09년12월23일멘토·멘티의결연식이

영남지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지원장, 본원

교육담당자(임현동) 등전직원이참석한가운데

2009년도에영남지원으로신규발령받은 6명

(이민정, 이은영, 장인실, 김혜림, 김송희,

김섭)의멘티와6명의멘토로구성된총6쌍의

멘토링으로12명의멘토·멘티가결연을맺었다.

지원장의따뜻한격려말씀을시작으로멘토

대표 농업주사 이광형, 멘티대표 농업주사보

이민정 검역관이 든든한 선서를 하였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멘토링 제도 운영에

대한소개와선임멘티의격려를담은동영상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캐롤과 함께

훈훈한온정의메시지로감동을전하였다.

가장많은신규자를배정받은영남지원5명의

새내기와동기를기다렸던이민정검역관에게

좋은1년간의교육여정이될것이다.

학부모와함께하는식물검역홍보체험행사실시

점점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영역이

흐려짐에 따라 사람의 이동과 파생적으로

식물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

G세대의뒤를이을부산동래구안남초등학교

학생 20명 및 학부모와 ’10년 1월 5일 영남

지원김해공항사무소는수의과학검역원, 검역소

합동체험행사를가졌다.

기관소개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관에 설치된 주요 금지병해충, 금지식물

지원·사무소 소식

❶지원장님말씀 ❷멘토·멘티대표선서

❸선임멘티의격려메시지 ❹멘토링오리엔테이션

❺선물및서신교환 ❻결연식을마치고

❶ ❷

❸ ❹

❺ ❻

김해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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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보여주며, 해외여행 시 휴대식물검역 등을 설명하고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해외여행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그리고 병해충 검사과정 및 실험실 주요

장비를 견학하고, 병해충 표본을 관찰하는 등 신기해하고 점차 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체험행사의유익함을알수있었다.

식물검역 발전협의회 개최

호남지원은 ’09년 12월 9일 지원 회의실에서 식물검역

발전과검역정보공유를위해수입업체, 관세사, 선박대리점

등관련업체들과식물검역발전협의회를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선 부조리 및 검사 불편·불만 신고, 수출입

검역동향및검사불편사항해소추진사항에대한안내와수

입업체및대행사의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청취하였고검

역안정성확보와원할한업무수행을위해식물검역원과관

련업체들간신속한검역정보교환을협의하였다

2009년도 신규자 멘토/멘티 결연식 시행

호남지원은 ’09년 12월 24일 지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멘토/멘티결연식을시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선서문

낭독, 멘토/멘티의역할및운영방향에대한설명, 선물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멘토/멘티로써 서로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직원들의 격려속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합동홍보활동 수의과학검역원체험 검역소체험

호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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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 소식

제주감귤 유럽시장‘노크’

제주지원은 지난 12. 15일 영국으로 수출될

예정인 제주산 감귤 18.5M/T에 대한 수출

검역을 실시하였다. 제주산 감귤의 영국 수출

은 EU 수출 방안을 추진해온 감귤수출연구

사업단주도로이뤄진것이다. 

제주감귤을 EU에수출하기위해서는감귤

궤양병, 검은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이 없는

지역 또는 포장에서 생산 되어야하고 과일에

병해충이없어야한다. 

따라서이번감귤수출검역은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과인접포장에대하여감귤궤양병및

검은무늬병발생여부등재배지검사및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된 감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하였다. 

제주 농산물 수출촉진 간담회 개최

제주지원은 지난 10월 12일 올해산 감귤,

양배추 등 제주산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간담회를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제주농산물이 원할

한수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주요수출품목

에 대한 국가별 검역요건 등을 설명하였고,

안전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 수렴 등으

로진행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원은 제주산 농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별 수출검역요건 정

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수출농산물 관리에서

부터수출검역까지연중상시수출지원체계를

구축, 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이다.

제주공항 이용객에 대해 식물검역홍보
전시회 개최

제주공항사무소는 ’09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공항 3층 국내선 대합실에서

제주공항을이용하는여행객및상주직원등을

대상으로식물검역홍보전시회를개최하였다. 

이번전시회에서는식물검역업무소개화판

(8개), 곤충표본(12상자) 및 금지과일 모형(망

고, 두리안등 12개) 등이 전시되어 많은 여행

객들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금지

과일류에대해많은관심을보여주었다. 

제주공항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홍보전시회를 실시하여 전 국민에게

식물검역의중요성을알리도록노력할예정이다.

제주지원

제주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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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사무소 국제선 신청사 확장 이전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선 여객청사를

증축하여 개장함에 따라 제주공항사무소는

지난 11월 24일사무실및실험실을이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현판식을가졌다. 

지상 1층에 위치한 새로운 청사는 사무실

96.47㎡, 실험실71.8㎡, CIQ검사실 19.9㎡로

총 면적 188.17㎡로 구청사보다 약 1.5배가

넓어졌다.

또한, 증축된 국제선 여객청사에는 모든

CIQ 기관이 모여 있어 해외여행객들이 민원

업무처리를위하여이곳저곳을방문하는수고

를덜게되었다.

제주공항사무소는 확장 이전으로 민원인들

에게 좀더 깨끗하고 밝은 사무실에서 향상된

검역서비스를제공할수발판이마련되었다. 

초등학생 대상 식물검역 1일교사제 실시

남부격리재배관리소는‘09년 12월8일경남

김해시생림면에위치한이작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1일교사제를 실시하였다.

5,6학년 학생 30명이 참석한 이날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식물검역의 정의,

식물검역원이 하는 일 등 식물검역이 무엇인

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식물검역관련 해외

여행시 유의점에 대한 당부 및 퀴즈시간을

통해관심을더욱유발하는등어린이의눈높

이에맞추어진행되었다. 

남부격리재배관리소

교내 5,6학년생들

식물검역에대한설명



저자 : 공 지 영

출판사오픈하우스 2008년 03월 | 12,000원

책소개

공지영산문집 <네가어떤삶을살든나는너를응원할것이다

>. 소설가공지영이2년만에펴낸이산문집은소설「즐거운나의

집」의연장선상에있는책이다.「즐거운나의집」의주인공위녕에게보내는편지글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위녕은단순히소설속허구의인물이 아닌작가의실제딸이다. 공

지영은작가로서의입장을버리고, 평범한엄마의마음으로딸위녕을대한다. 

이책은작가가 10대를지나청년기에들어서새로운세상에눈을뜨는딸위녕에게전하는

응원의메시지를담고있다. '어머니공지영'은충고나잔소리대신진솔한경험담을바탕으로

사랑에대해, 우정에대해, 직업에대해, 삶에대해이야기한다. 딸과함께독서체험을공유하

며책을통해인생을배워나가기도하고, 다시 20대여자아이로돌아가딸과같이생각하며

새로운깨달음을얻기도한다. 

딸에게조곤조곤들려주는삶의메시지는, 세상과자신의삶을성찰한원숙한작가의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책 전반에 흐르는 작가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에대한따뜻한시선이담겨있으며, 어제를밑바탕으로삼아오늘을살고내일을준비하

는자세가스며들어있다. 이러한메시지를통해작가는딸위녕을비롯한세상의모든사람들

을응원한다. [양장본]

저 자 - 공지영

1988년《창작과 비평》가을호에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

설《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

라》《고등어》《착한 여자》《봉순이 언니》《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사랑 후에 오는 것들》《즐

거운 나의 집》이 있고, 소설집《인간에 대한 예의》《존재는 눈물을 흘린다》《별들의 들판》, 산문

집《상처 없는 영혼》《공지영의 수도원 기행》《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등이 있다. 21세기문

학상과 한국 소설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제10회 가톨릭문학상을 수상

했다.

나는너를응원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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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 지 성

출판사국일미디어 2007년 5월 | 12,000원

책소개

세계적인화장품회사에스터로더사의주인인에스터로더. 그녀는화장

품을바를여유도없는가난뱅이였다. 힐튼호텔의CEO 콘라드힐튼은처음

에벨보이였으며, 이순신은고학력실업자였다.  또, 징기즈칸은결손가정출신에왕따였고, 나폴레옹은

전과자였다. 이들의공통점은무엇인가? 바로시작은초라했지만끝은위대했다는사실이다.

『꿈꾸는다락방』은꿈을확실히이룰수있는방법을알려준다. 저자는위의성공인들이단순히꿈만

꾸엇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시각화(vivid)한 후 생생하게 꿈꾸어(dream) 결국에 이루어낸

(realization) 'R=VD' 마니아였다고말한다. 이R=VD 공식은저자가오랜기간수많은사람들의공통

점을조사하여분석한결과를토대로만들어진공식이다.

본문은꿈을이룰수있는과학적인비법을설명하면서불필요한이론이나조언은과감히배제하고,

꼭필요한사례와과정만을이야기한다. 저자의조언을통해무작정꿈만꾼다고누구나성공을하고

원하는것을이룰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면여기나온R=VD 공식을통해다락방의꿈을현실로만들

어보자.[양장본]

☞이책의독서포인트 !

“생생하게꿈꾸면이루어진다”이책은이렇게말한다. 그동안입버릇처럼“나는안돼”라고말했다

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어린시절 다락방 한 구석에서

꿈꿨던수많은일들을가슴속에새기고그것을이루는생각을머릿속에항시그린다면실제로눈앞에

언젠가는펼쳐지게될것이다.

저 자 - 이지성

생상하게(vivid) 꿈꾸면(dream) 이루어진다(realization)는 R=VD 공식의 실천자이자 전도사인 저자는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R=VD공식의 진가를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집필

했다. 저자역시 R=VD 공식을 실천해서 작가의 꿈을 이루었다. 학창시절 동안 백일장 대회에도 한번 나가지 못한

저자는스무살때부터글을쓰기시작했다.  작가의꿈을이룬자신의모습을매일생생하게꿈꾸었고, 마침내그꿈은

현실이되었다. 저자가 써 낸“18시간 몰입의법칙”, “솔로몬 학습법”, “성공하는 아이에게는미래형커리큘럼이있다”

등은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해외로 저작권이 수출되었고, 여러 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는

CBS, MBC, SBS, EBS, JEI 등 각종 TV 및 라디오 방송과 국민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국내 주요

일간지를통해소개되었고, 현재도꿈을이루어주는전도사의역할로많은사랑을받고있다.

꿈꾸는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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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년간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은

총 657종 10,853건이었고 규제병해충은

200종(30%) 5,175건(48%)이었으며, 잠정

규제병해충은226종(34%) 2,366건(22%),

비검역병해충은 231종(35%) 3,312건

(31%)이었다.

규제병해충200종5,175건중해충이167종

(84%) 4,827건(93%)이검출되었으며병은

33종(17%) 348건(7%)이검출되었다. 해충

의 경우 곤충(4,668건 9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66건, 달팽이 61건,

응애 32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

러스 149건, 진균 96건, 잡초 63건, 세균

40건이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226종 2,366건중해충이

221종(98%) 2,315건(98%)이검출되었으며

병은 5종(2%) 51건(2%)이 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2,070건89%)이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153건, 달팽이 69건,

응애 23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50건, 잡초1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231종 3,312건 중 해충이

167종(72%) 2,050건(62%)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64종(28%) 1,262건(38%)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1,806건 8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224건, 응애

16건, 달팽이 4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

진균(1,175건 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잡초86건, 세균1건이검출되었다.

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09)

구 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200 5,175 226 2,366 231 3,312

해충

소 계 167 4,827 221 2,315 167 2,050

곤충류 150 4,668 191 2,070 131 1,806

응애류 4 32 7 23 7 16

선충류 9 66 12 153 26 224

달팽이류 4 61 11 69 3 4

병

소 계 33 348 5 51 64 1,262

진 균 15 96 4 50 49 1,175

세 균 1 40 - - 1 1

바이러스 15 149 - - - -

잡 초 2 63 1 1 1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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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09. 1. 1 ~ 12. 31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미포함)

구분 단위

검역량 검역결과('09.) 처분
비율
(%)
(B/A)

'09.(A) '08.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3,945,442 3,588,187 110 34,912 70,885 105,797 3 

곡류,사료류등 톤 21,998,277 24,250,962 91 1,089,698 11,212 1,100,910 5 

수목류 천㎥ 7,266 6,592 110 4,976 11 4,987 69 

묘목,구근류등 천개 244,279 273,069 89 13,747 2,583 16,330 7 

수

출

건수 건 80,496 70,283 115 13,648 24 13,672 17 

곡류,사료류등 톤 314,051 195,221 161 2,134 331 2,465 1 

수목류 천㎥ 18 15 120 10 0 10 56 

묘목,구근류등 천개 68,272 58,911 116 981 2 983 1 

수

입

건수 건 3,864,946 3,517,904 110 21,264 70,861 92,125 2 

곡류,사료류등 톤 21,684,226 24,055,741 90 1,087,564 10,881 1,098,445 5 

수목류 천㎥ 7,248 6,577 110 4,966 11 4,977 69 

묘목,구근류등 천개 176,007 214,158 82 12,766 2,581 15,34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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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2009. 1. 1 ~ 12. 31

구분 단위

검역량 검역결과('09.) 처분
비율
(%)
(B/A)

'09.(A) '08.
전년
대비
(%)

소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204,366 199,887 102 34,777 1,614 36,391 18 

곡류,사료류등 톤 21,975,179 24,232,911 91 1,089,697 10,930 1,100,627 5 

수목류 천㎥ 7,266 6,592 110 4,976 11 4,987 69 

묘목,구근류등 천개 243,314 271,929 89 13,714 2,547 16,261 7 

수

출

건수 건 58,724 49,218 119 13,616 22 13,638 23 

곡류,사료류등 톤 313,576 194,711 161 2,134 331 2,465 1 

수목류 천㎥ 18 15 120 10 0 10 56 

묘목,구근류등 천개 67,930 58,621 116 981 2 983 1 

수

입

건수 건 145,642 150,669 97 21,161 1,592 22,753 16 

곡류,사료류등 톤 21,661,603 24,038,200 90 1,087,563 10,599 1,098,162 5 

수목류 천㎥ 7,248 6,577 110 4,966 11 4,977 69 

묘목,구근류등 천개 175,284 213,308 82 12,733 2,545 15,27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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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단위
'09.(A) '08.(B) 대비(A/B, %)

주요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양파 톤 563 8,825 164 103 343 8,568 대만,일본

백미 톤 299 3,655 88 418 340 874 북한,독일,UAE

메론 톤 396 2,108 188 648 211 325 대만,일본

당근 톤 292 1,194 178 333 164 359 북한,중국

단감 톤 368 2,337 231 1,529 159 153 캐나다,베트남

팽이버섯 톤 1,861 10,749 1,181 5,123 158 210 중국,미국,호주

카네이션절화 천개 147 600 102 322 144 186 일본

무 톤 517 1,991 361 1,535 143 130 미국,캐나다,괌

포도 톤 348 439 250 341 139 129 미국,인도네시아

딸기 톤 889 398 648 368 137 108 일본,태국,중국

수

입

복숭아종자 톤 57 287 8 112 713 256 중국

밀(사료용) 톤 686 1,736,230 212 444,851 324 390 우크라이나

행복나무묘목 천개 132 329 53 193 249 170 중국

생강 톤 394 9,450 166 4,628 237 204 중국

호두 톤 844 9,835 483 5,439 175 181 미국

메론 톤 79 636 49 249 161 255 미국,우즈베키스탄

기장 톤 155 13,913 98 11,263 158 124 중국,미국

팥 톤 196 24,258 128 19,116 153 127 중국

모란묘목 천개 58 184 38 138 153 133 중국

안스리움묘 천개 64 1,231 43 833 149 148 중국,네덜란드

들깨 톤 664 30,012 502 19,800 132 152 중국,북한

석류 톤 333 5,078 254 3,755 131 135 미국

바나나 톤 5,791 256,493 6,306 260,065 92 99 필리핀

파인애플 톤 1,688 54,470 1,902 67,160 89 81 필리핀,대만

마늘 톤 585 12,956 712 16,605 82 78 북한,중국

건고추 톤 232 8,242 302 9,361 77 88 중국,태국

오렌지 톤 4,135 72,433 6,094 108,888 68 67 미국,남아공

옥수수(사료용) 톤 1,531 5,905,862 2,326 7,485,563 66 79 미국,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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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원내동정 / 인사이동

전 보

소 속 직 급(위) 성 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영남지원대구사무소 농업서기 이보영 중부지원 ’09.11.30.

호남지원 농업서기 이예련 중부지원(본부파견) 〃
영남지원구미사무소 농업서기 고미선 중부지원 〃
중부지원청주사무소 농업서기 장수연 영남지원 〃

신 규 행정서기보시보 정민길 인천공항지원 〃
〃 농업서기보시보 송미진 〃 〃
〃 〃 김 섭 영남지원 〃
〃 〃 장인실 〃 〃
〃 〃 이은영 〃 〃
〃 〃 김송희 〃 〃
〃 〃 김혜림 〃 〃
〃 〃 이연경 호남지원 〃

휴 직

소 속 직 급(위) 성 명 기 간 발령일 비 고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 김명현 중부지원검역1과 ‘09.10.21. 복직

〃 농업서기 김나연 영남지원 ‘09.11.20. 복직

김포공항사무소 농업서기 송혜숙 2009.11.23~2010.11.22. ‘09.11.23.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농업주사보 송명희 인천공항지원검역2과 ‘09.11.26.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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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

파견(지원근무) 및 복직

승 진

명예퇴직

소 속 직 급(위) 성 명 파 견 처 비 고

위험평가과 농업사무관 황의용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검역·검사기관

효율화 T/F』파견연장

09.12.31

복직

검역기획과 농업주사보 김상엽
농림수산식품부

『동식물자원산업화 T/F』파견연장

09.12.31

까지

시보해제

소 속 직 급(위) 성 명 발령일 비 고

중부지원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한기연 ’09.12.1.

소 속 직 급(위) 성 명 발령직급 비 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
기능9급
(농림원)

소세영 기능8급(농림원) 11.6.

남부격리재배관리소 〃 김대중 〃 11.6.

소 속 직 급(위) 성 명 비 고

위험평가과
기능7급
(기계장) 

간광산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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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건강에좋다고즐겨먹는움식도궁합을잘못맞추면

효과를보지못하거난오히려실이되기쉽다.

영양학적으로좋은음식궁합과그렇지않은음식을알아본다.

인삼과꿀

인삼이 여러 면에서 몸에 좋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강장식품으로

남성들에게 좋은 것이 인삼이다. 그러나 인삼의 성분을 보면 열량이 너무 낮아서 인삼

만 먹었을 때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삼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량이있는식품과함께섭취하는것이좋은데. 그것이바로꿀이다. 

꿀은 100g당 약 300kcal의 열량이 있어서 피로할

때나 미용에는 그만이다. 또 위를 튼튼히 하는 데도 좋은

식품이 바로 꿀이다. 이 꿀과 인삼을 함께 먹으면 인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옛부터 생삼을 어슷하게

썰어서 꿀에 찍어 먹거나 이것을 끌에 재어 조린 인삼

정과가 정력에 좋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생삼에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고 끓여서 꿀을 타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냥

인삼을얇게썰어꿀에재어두었다가먹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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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과레몬

뷔페나 고급 음식점에 처음 간 사람들은 굴이

있는 곳에 왜(?) 레몬이 따라다니는지 한번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하기위해색을맞춘것만은아니다.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 굴은 꼭 레몬즙을 섞어놓아야

하기때문이다. 

굴은어패류중에서여러가지영양소를가장이상적으로갖고있는식품으로, 서양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우유' 라고 부르고 있다. 말 그대로 굴에는 비타민 A와 B1, B2는 물론

철분, 망간, 요오드, 인, 칼슘, 단백질, 글리코겐등거의모든영양소가골고루들어있다.

그러나 수분을 80%나 함유하고 있는 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다 자가효소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맛과 영양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바로레몬이다. 

레몬즙을 굴에떨어뜨리면굴의나쁜냄새가가시고, 레몬의 구연산이식중독을일으킬

수 있는 굴의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살균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레몬으로 인해

무기질인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한다. 먹을 때는 그냥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굴에 소금을 뿌려서 석쇠에 살짝 구운 다음 그 위에 레몬을

뿌려먹는방법도있다.

조개탕과쑥갓

쑥갓에는칼슘이많고비타민 A와 C가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영양성분은 아니나 엽록소가

풍부해서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

스테롤저하효과가있어건강유지에매우큰몫

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엽록소,비타민 A, C등은

조개류에는전혀없는것이다. 

그러므로조개탕에쑥갓을곁들이는것은매우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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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식물검역정책고객으로모십니다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식물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객들의 정보 교환을 위해

『식물검역뉴스레터』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고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식물검역

정책고객(PCRM)』을모집하고있으니많은관심과신청바랍니다.

신청하신고객님께는최신의식물검역정보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 e-mail 고객등록신청서 >

◆신청방법 : 

□뉴스레터사이트에서구독신청(http://enews.npqs.go.kr) 또는

□이메일신청 : (shim@npqs.go.kr), FAX 신청 :  031-420-7604

※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검역기획과(담당심동욱)로문의(☎ 031-420-

7691)

◆식물검역뉴스레터사이트 : http://enews.npqs.go.kr

이 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주 소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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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
(063-467-3456)

인천공항지원
(032-740-2072)

중부지원
(032-433-8632)

제주지원
(064-728-5400)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1-202-6988)

영남지원
(051-467-0442)

남부격리재배관리소
(055-335-0210)

본 원
(031-449-0524)

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1588-5117
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

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국립식물검역원은식물에해로운해외병해충이

국내에들어오는것을차단함으로써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자원을보호하는

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 식물검역기관주소및전화번호 ]

국립식물검역원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기 관 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FAX

본 원 031
449-05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1 430-016
420-7604

인천공항지원 032
740-207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공항합동청사내)
400-718

740-2081

중부지원 032
433-863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433-8534

영남지원 051
467-044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441-4518

호남지원 063
467-345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468-9739

제주지원 064
728-5400 제주시 청사로 22(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755

728-5412

중부격리 031
202-698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3-400
204-0668

남부격리 055
335-021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33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