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립

식

물

검

역

원

통
권
130
호

2
0
1
0
·
6

“우리의 자연과 농업 식물검역원이 지키겠습니다”

식

물

검

역

정

보

vol. 130
June ㅣ 2010

식물검역정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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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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인터넷홈페이지(http://www.npqs.go.kr)에도「식물검역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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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QS

고시개정

1. 적용지역 및 식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Sweet cherry ; Prunus avium L.) 생과실

이어야한다. 

2.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가. 한국 수출용 양벚은 우즈베키스탄 식물

보호당국이나국가가 지정한기관에 등록

된 과수원(이하“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이하“수출 선과장”)에서 생산, 선과,

포장, 훈증소독, 보관, 수출하여야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이나 국가가

지정한 기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별도의 훈증소독

시설인 경우 훈증소독시설 포함) 목록을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이하“식물

검역원”)에통보하여야한다. 

3. 수출 과수원 방제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양벚 수출

과수원에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적절한방제조치를하여야한다. 

4. 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

가. 우즈베키스탄의 양벚 수출자는 수출

선과장의위생상태를매년수출전에점검

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를

소독하여야한다. 

나. 수출선과장은병해충재오염방지를위하여

적절한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다. 한국수출용양벚생과실은한국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하여야 하며, 혼입

또는혼적되지않도록구분적재하여야한다. 

「수입금지식물중우즈베키스탄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9호 (2010.4.2 제정)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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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수출용양벚생과실에는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한다.

마. 포장상자또는파렛트외부에수출과수원명

(또는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등록

번호) 및“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한다. 

5.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아래의기준에따라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하여야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등)을식물검역증명서에부기하여야한다. 

6. 수출 검사 및 식물검역증명

가.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수출 화물

별로 2%의 과실 샘플을 검사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Stigmina carpophila에 대하여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

하여야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수출 검사

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마다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라벨)으로봉인하여야한다.

다. 선박화물의경우에는컨테이너에적재후

우즈베키스탄식물보호당국식물방역관이

봉인하여야한다. 

라. 우즈베키스탄식물보호당국은수출검사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식물검역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훈증소독

시설포함) 등록번호(선박화물인경우에는

컨테이너번호와봉인번호추가)

2) 소독처리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약 제 명 투약량(g/㎥) 처리온도(℃) 처리기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MB)

64 6 ~ 12

2시간 상 압
48 12 ~ 17

40 17 ~ 22

32 2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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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화물은 식물검역원과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Stigmina

carpophila가 없으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였음”

7. 수입검사(도착지 검사)

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원은

다음사항을확인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첨부및부기사항적정

여부

2)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코드번호), 수출선과장명

(또는 코드번호) 및“한국 수출용(For

Korea)”표시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

이너(선박화물에한함) 봉인의적정여부

나.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조치한다. 

다.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원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따라수입검사를실시한다. 

라. 수입검사과정에서살아있는검역병해충이

발견될경우다음과같이조치한다.

1)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Rhagoletis cerasi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규명및개선조치가마련될때까지

우즈베키스탄산양벚생과실수입중단

2) Stigmina carpophila 등 살아있는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

방역법에따라당해화물을소독하거나

폐기또는반송한다.

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

되는 경우 식물검역원은 병해충위험

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

한다.

8. 현지검역 또는 현지조사

가. 식물검역원 식물방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훈증소독시설에

대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현지검역 또는

현지조사를하여야한다. 

나. 현지검역또는현지조사에필요한비용은

식물검역원 지급기준에 따라 우즈베키

스탄측에서부담하여야한다.

다.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식물

방역관의현지검역또는현지조사요청서

신을 수출개시 30일전까지 식물검역원에

접수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9. 우즈베키스탄산양벚생과실의검역병해충

가.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나. 해 충 : Anarsia lineatella, Archips

rosan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Hoplocampa minuta, Lobesia

botrana, Rhagoletis cerasi,

Rhynchites bac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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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본 고시는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FAX 등의 수단을 통해 양국간의

합의를거쳐수정또는추가할수있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2010. 4. 2)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식물검역원장이고시하도록되어있음

2. 주요 내용

가. 식물방역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에 두는 국가식물방역관제를

「국가식물방역관」과「국가전문식물

방역관」제로이원화체계운영

(1) 국가식물방역관(응시자격: 식물검역원

근무6개월이상인자)

○1차 :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2) 국가전문식물방역관(응시자격 : 국가

식물방역관자격취득후10년)

○1차 : 논술시험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

(3) 지자체식물방역관(응시자격 : 농업

관련업무담당6개월이상인자)

○1차 :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나. 식물방역관구분에따른권한부여

(1) 국가식물방역관 : 통상적인 수출입

식물검역업무등

(2) 국가전문식물방역관 : 국가식물방역관

관리책임및대외강의등

부 칙

「식물방역관자격전형및교육훈련운영규정」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2호(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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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식물방역관 : 수출식물 검역 및

병해충예찰방제업무

다. 식물방역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합교육

위주에서 사이버 등을 활용한 상시 학습

교육체계로운영

(1) 국가식물방역관자격전형전교육

○2주 집합교육 ⇒ 2일 집합교육 및

10일근무지자율교육, 사이버교육

(2) 국가전문식물방역관자격전형전교육

○전문 4개 분야(국제협력, 위험분석,

실험실검사, 국내방제·소독관리)

사이버교육과정신설

1. 개정이유

시험연구용 금지품의 수입 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품수입후관리방법명확화(안제7조)

(1) 금지품 중 씨앗·묘목·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은 예외적으로 격리

재배검사요령에 의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구상 예외적

관리임이명확하지않고, 또한이경우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아니함

(2) 씨앗·묘목·구근등재식또는번식용

식물에대한사후관리가격리재배검사

요령에 의한 예외적 사후관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식물방역관의

격리재배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3) 규정하고자하는취지를문언상명확히

함으로써금지품사후관리의투명성을

제고할것으로기대됨

나. 금지품관리종료방법명확화(안제9조)

(1) 금지품 중 씨앗·묘목·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검사요령

에 의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따라(제7조제2항) 검사후합격

처분할수있으나, 이 처분과제9조의

규정이상충되고있는문제점이있음

(2) 금지품의관리종료에관한규정(제9조)

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7조제2항의

내용과상충되지않도록명확히함

「수입금지품수입및사후관리요령」일부개정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4호(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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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품 관리종료에 관한 조문 내용의 불명확성을 명확화 함으로써 수입허가 업무가

좀더일관성있고투명성있게추진될것으로기대됨

식물방역법제10조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

제2호·제5항의규정에따라「금지품에서제외되는병해충」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금지품에서제외되는병해충」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5호(2010.5.19)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

번호 학 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 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매개용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 :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1호 참조

(허용일 : ’02. 11. 14.)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먹이 : Tetranychus urticae Koch)

칠레이리응애
(먹이 : 점박이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1. 24.)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3. 4.)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3. 4.)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4. 11.)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4. 11.)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6. 3.)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 : Tyrophagus putrescentiae (S.))

오이이리응애
(먹이 : 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3. 6. 3.)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4. 6. 12.)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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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 칙

번호 학 명 한국명
수입
용도

비 고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 :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1호 참조

(허용일 : ’02. 11. 14.)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5. 12. 26.)

13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먹이 : Tyrophagus putrescentiae (S.))
가는뿔다리좀응애

(먹이: 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6. 10. 9.)

14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먹이 : Carpoglyphus lactis (L.))

지중해이리응애
(먹이: 설탕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6. 10. 9.)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5. 30.)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5. 30.)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7. 10. 16.)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8. 7. 14.)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08. 10. 6.)

20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먹이 : Lepidoglyphus destructor (Schrank))
사막이리응애

(먹이 : 가는다리고기진드기)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9. 10. 30.)

21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깍지무당벌레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09. 12. 3.)

22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Poinar 담배나방병원선충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3. 22.)

23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풀쐐기병원선충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3. 22.)

24 Aphidius matricariae Haliday 복숭아혹진디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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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최근이태리로마에서개최된

제5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 우리

나라의임규옥박사가아시아국가에서는최초로

2년임기의부의장에피선됐다고밝혔다. 

IPPC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1951년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했다. 회원국은 172개국으로 매년

1회 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식물검역 국제

기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부의장에

선임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높이는계기가됐으며, 향후 IPPC의 국제

기준 제정작업이나 사업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IPPC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의 식물

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논의

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

위원회(APPPC)와 공동으로‘병해충 발생 및

박멸국제심포지엄’과‘식물검역국제기준마련

워크숍’의한국개최계획을발표하여회원국들

의많은관심과참여를이끌어냈다. 

이밖에 총회에서는‘격리재배시설 설계 및

운영’, ‘병해충무감염감자초소형번식물질및

미니튜버’, ‘해충에대한방사선처리소독처리

방법’의 부속서 등 총 3건의 국제기준이 새로

채택됐다.

검역소식

아시아국가첫식물검역국제기구부의장배출

국립식물검역원

임 규 옥 박사
koyim@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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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에서는 구제역

확산에따른식물검역특별대책을마련하여4월

22일부터상황실(24시간)을 설치하여운영하고

있다. 검역현장(인천공항, 인천항)에는 본원

직원 5명을 기동 배치하여 건초류, 축사깔개용

톱밥, 코코넛 껍질 등 조사료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골프 여행객 신발

흙부착여부등구제역차단을위하여수과원과

유기적인 국경검역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원장은인천항, 부산항등검역현장을수시로

점검하고직원들을격려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0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입 검역건수는 총 5만

3천437건으로 지난해 4만3천769건 보다

22% 증가하였다고밝혔다.

□수출 검역건수는 1만4천33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2천509건보다 15% 증가했다.

○수출검역이크게증가한이유는쌀, 장미

절화, 양파,  새송이버섯, 단감, 사과등의

수출이활발했기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호주·뉴질랜드로 쌀, 일본

으로 장미절화·양파, 미국·캐나다로

새송이버섯, 태국·베트남으로 단감,

대만으로사과등이주로수출됐다.

□수입 검역건수도 지난해 3만1천260건에서

25% 상승한 3만9천105건으로증가했다.

○사료류(53%), 화훼류(52%), 과실류(28%),

곡류(23%) 등이 주로 증가한 가운데개별

품목별로는사료용밀(94%), 옥수수(66%),

오렌지(57%), 포도(31%), 바나나(20%) 등이

크게증가하였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 반송되거나 소독 처분된 건수는 총

6천434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3만9천105건

의 16.5%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처분건수(5천160건)보다 25% 증가된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농산물수출·수입검역모두늘어

- 지난해보다수출은15%, 수입은25% 증가-

구제역확산에따른특별근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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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병해충은 총 280종 1천910건으

로 ’09년(276종 2천375건) 보다 각각

1% 증가, 20% 감소하였으며, 대만산

동양란묘등에서밤나방해충등총15종

의국내미기록병해충이발견되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검역 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검역협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수출입 검역건수(화물)
(단위 : 건)

수출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비식물류(생물학적방제용유용동물, 모래, 자갈등) 제외

구 분
’10(A) ’09(B) 전년 동기대비(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전 체 53,437 - 43,769 - 122 -

수 출 14,332

53천톤

12,509

105천톤

115

50

3천㎥ 2천㎥ 150

16,478천개 12,509개 116

수 입 39,105

5,944천톤

31,260

4,165천톤

125

143

1,442천㎥ 1,016천㎥ 142

41,992천개 36,942천개 114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 자 류 톤 616 99 618 123 100 80 

묘 목 류 천개 672 4,767 584 4,069 115 117

곡 류 톤 600 17,389 438 10,103 137 172

과 실 류 톤 1,071 8,454 1,106 8,312 97 103

채 소 류 톤 5,887 13,598 5,815 15,806 101 86

화 훼 류 천개 816 11,280 851 9,602 9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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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화물)
《유형별검역실적》

수출식물류 증감품목(화물)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A/B,%)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종 자 류 톤 2,058 3,983 1,887 3,850 109 103

묘 목 류 천개 2,145 18,173 2,016 17,160 106 106

곡 류 톤 1,587 1,506,455 1,501 1,266,808 106 123

과 실 류 톤 7,928 163,241 5,767 127,257 137 128

채 소 류 톤 6,031 109,175 5,684 111,124 106 98

화 훼 류 천개 930 8,780 537 5,793 173 152

수 목 류 천㎥ 5,169 1,439 3,999 1,018 129 141

특 작 류 톤 3,694 73,425 3,026 68,044 122 108

사 료 류 톤 5,593 3,658,097 3,717 2,388,529 150 153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양파 톤 64 382 41 6 156 6,951

새송이버섯 톤 290 595 98 71 296 793

쌀 톤 66 912 29 298 228 306

단감 톤 73 331 62 159 118 208

장미절화 천개 130 3,944 102 2,775 127 142

사과 톤 189 1,334 195 1,292 97 103

파프리카 톤 985 3,048 764 2,988 129 102

배 톤 478 6,055 511 6,185 9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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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류 증감품목(화물)

구 분 단위
’10(A) ’09(B) 전년 동기대비(A/B,%)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밀(사료용) 톤 171 547,447 122 282,550 140 194

국화절화 천개 91 6,867 60 3,909 152 176

옥수수 톤 175 439,134 98 264,090 179 166

오렌지 톤 2,503 43,510 1,578 27,746 159 157

호두 톤 276 3,500 201 2,614 137 134

포도 톤 482 9,554 381 7,303 127 131

바나나 톤 1,614 73,455 1,303 61,346 124 120

냉동고추 톤 434 34,599 417 30,892 104 112

생강 톤 77 2,082 93 2,119 83 98

건고추 톤 56 1,807 70 3,947 80 46

수출입식물검역관련국제협상동향

□ 2010 한·미식물검역회의개최

금년도 한·미 식물검역회의가 ’10. 3. 9 -

12일미국(오레곤주포틀랜드)에서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국산 감귤과 사과가 금년산부터

처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가능할전망이다. 

국산 감귤은 지난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을 제외한 45개주(州)로 수출이 허용되었

으나, 2002년 감귤궤양병이 검출되어 수출이

전면금지되었다. 

이번회의를통해한국은감귤궤양병이과실을

통해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수출허용을 요구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종전과 같은 까다로운 검역

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미국 내 입법절차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기

로합의하였다. 

* ’02년 이전 미국 수출조건 : 감귤궤양병

무병지구지정·등록,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

및미국검역관현지검역, 5개주반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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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교민이 주로 거주하는 LA, 뉴욕

등지역으로수출이가능해짐에따라국산감귤

의미국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 2002년 캘리포니아(LA) 등 5개주를 제외

한45개주에1,600톤이수출

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에는 합의하였으나 소독시설 승인절차 등

‘실행약정(Work plan)'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출이불가능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동 약정을

마련하기로함에따라금년산부터는미국수출이

가능하게되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우선 수출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선과장 등록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미국수출확대와검역요건개선에상당한진전이

있었다.

감귤에 이어 국산 토마토, 냉이의 미국 수출

검역요건을조속히확정하여고시하고, 호접란의

수출검역요건개선도추진키로하였다.

또한, 국산 배, 밤의 미국 수출검사를 위해

우리측이 초청하는 미국 검역관 수를 축소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도 양측이 합의

하였다.

* 2009년미국검역관13명을초청하였으나,

향후7명수준으로조정

이번회의에서미국은오레곤주산블루베리의

수입허용, 감자의 수입허용지역 확대, 양벚 및

오렌지에 대한 현행 수입검역 요건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및 수입검역요건에 대한 검토를 추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전문가간협의를지속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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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4월23일(금) ~ 5월 9일(일)까지 17일간

경기도고양시일산호수공원고양꽃전시관과

야외전시장에서열린제15회한국고양꽃전시회에

식물검역홍보관을 설치·운영했다. 꽃전시회

참가업체와 화훼류 수출입 단체등에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했다. 또한,

관람객에게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미경 검사 체험등을 마련하여 식물검역에

대한이해를도모하였다.

’10년 3월 5일(금) 12:00~15:00에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평창)에서 농식품부 표시

검역과, 국립식물검역등 직원 8명의 참석아래

감자걀쭉병 방제 시설장비 소독요령에 대한

관련기관회의가열렸다. 이날회의에서는감자

걀쭉병방제를위한시설장비소독요령과걀쭉병

긴급방제를 위한 관련기관에 대해 협의하고,

고령지농업연구센터종서생산시설견학했다.

「한국고양꽃전시회」국립식물검역원홍보관운영

감자걀쭉병방제시설장비소독요령관련기관회의



최근 중미지역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따라동병원체의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조치를아래와같이취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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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수입금지 지역 수입금지 대상식물 수입금지 적용시점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uintanaRoo주,

Campeche주 , Colima주

(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10. 5. 18일

선적분 부터 적용

중미지역감귤그린병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지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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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프로테옴분석을이용한격리재배이상증상

발현주의바이러스진단법개발

Ⅰ. 조사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과수묘목, 구근류등은다양한바이러스의

전염원으로서 수입 후 국내 재배기간이

길어 외래 병원체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되므로 사전차단을 위해 철저한 격리

재배검역필요

나. 격리재배 검사 과정에 바이러스병 유사

증상이 자주 관찰되나 현행 격리재배

검사법(ELISA, PCR)은 검사법이 개발

되어있는병원체를대상으로수행되므로

검사법이 확보되지 않은 병원체에 대해

서는검사가어려운실정

다. 이상증상이 발현된 식물체로부터 총

단백질을분리하고분석(프로테옴분석)

하여 효과적으로 미지의 바이러스 진단

이 가능(’07 - ’08 식물검역조사연구,

Cooper 등, 2003)

- 격리재배 식물 이상증상주에서

HiMV 등3종바이러스검출

(’08 조사연구)

라. 프로테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현행

검사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격리재배

이상증상의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격리

재배검사법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함

2. 목표

가. 격리재배 구근류 및 묘목류 이상증상

주의프로테옴분리

(1) 격리재배이상증상주및대조식물확보

(2) 이상증상주 및 대조식물로부터

프로테옴분리

위험평가과

이 금 희
keumhee@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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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테옴 분석을 통한 격리재배 구근류

및묘목류바이러스진단

(1) 격리재배 이상증상주 및 대조식물

프로테옴분석

(2) 특이프로테옴분석에의한격리재배

이상증상주의바이러스동정

Ⅱ.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대상식물: 이상증상 발현된 격리재배

식물및대조식물

(1) 격리재배묘목류및구근류

2. 방법

가. 전략

(1) 격리재배식물이상증상발생조사

(2) 이상증상주 및 대조식물로부터

총단백질분리

(3) 프로테옴분리를위한reference gel

작성

(4) 이상증상주의 특이단백질 분리,

분석및동정

나. 연구방법

(1) 격리재배식물이상증상발생조사및

시료확보

○조사방법: 육안, ELISA, PCR 

○조사범위 : 격리재배 묘목류 및

구근류10건이상

(2) 이상증상주 및 대조식물로부터 총

단백질분리

○분리방법: LN2 마쇄 후 단백질

분리법또는키트적용

(3) 프로테옴spot 분리

○분리방법: 등전점전기영동(IEF),

SDS-PAGE

○전기영동조건 : 18-24cm linear

or gradient gel 3-10NL,

4-7NL IPG, 80,000Vhr

(4) 프로테옴spot 분석및동정

○프로테옴 spot 비교 및 선발 :

ImageMaster 분석

○특이단백질 동정 : MALDI/TOF,

LC-MS/MS

(5) 격리재배식물 프로테옴 이미지

DB 작성

○Reference gel 작성 : 식물 1종당

10주이상



프로테옴 분석을 이용한 격리재배 이상증상 발현주의 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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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가. 격리재배식물확보

구분 식물
이상증상 육안상 건전

계
확보종수 시료번호 확보종수 시료번호

구근류 수선 3 N76, N81, N108 6
N101, N104, N118, 
N119, N85, N87

9종

묘목류

자두
양다래
뽕나무
포도

2
1
1
1

P2, P4
K2
M2
G2

2
1
1
1

P1, P3
K1
M1
G1

10종

계 5품목 8종 - 11종 - 19종

<확보된 격리재배식물> 

구분 식물
격리재배 검사 대상 바이러스 바이러스

검출여부종 수 바이러스

구근류 수선 9종
ArMV, TRV, ToRSV, TBRV, SLRSV, 

TRSV, RpRSV, TBSV, TNV
미검출

묘목류

자두 6종 PPV, PDV, APLPV, ToRSV, RpRSV, TNV 미검출

양다래 5종 TBRV, TBSV, ToRSV, PPV, CLRV 미검출

뽕나무 4종 PPV, PDV, ArMV, TBSV 미검출

포도 15종
GLRV1,2,3,5,7, GFLV, GFkV, GVA, PRMV, 
ArMV, ToRSV, TBSV, TRSV, SLRSV, RpRSV

미검출

나. 확보된식물에대한격리재배검사대상바이러스검정(검정방법: ELISA)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2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구분 식물
2D 전기영동

2D 이미지 확보
3-10(pI ) 4-7(pI)

구근류 수선 15회 6회 21

묘목류

자두

양다래

뽕나무

포도

4회

2회

2회

2회

6회

-

6회

-

10

2

8

2

계 5품목 25회 18회 43

다. 격리재배식물에대한2D 전기영동실시및이미지확보

<구근류(수선) 2D 전기영동이미지 : pI 3-10> <구근류 2D 전기영동이미지 : pI 4-7>

<묘목류 2D 전기영동이미지 : pI 3-10> <묘목류 2D 전기영동이미지 : pI 4-7>

pI : Iso-electric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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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21

라. 2D 전기영동특이프로테옴분석

(1) pI 3-10

A : 2D 이미지분석(변화 spot),  B : 특이프로테옴분석(PMF),  C : 프로테옴동정(LC-MS/MS),  D : 아미노산서열

(2) pI 4-7

마. 격리재배이상증상주프로테옴분석에의한바이러스검출

구분 식물 시료번호
프로테옴 분석

A B C D

구근류 수선

N76
N81
N108
N118

14
14
15
11

2
2
2
1

-
-
-
-

-
-
-
-

묘목류

자두
자두
양다래
뽕나무
포도

P2
P4
K2
M2
G2

8
26
3
51
15

-
4
-
6
8

-
-
-

1 (TMV)
-

-
-
-

AINIVELIRGTG
-

구분 식물
시료
번호

프로테옴 분석

A B C D

구근류 수선 N76 24 12 1 (TRV) EKNAVAGVTNIAN

묘목류 자두 P4 3 3 1 (ACLCV) MTFQVCEFAPEAR

구분 식물 시료번호 검출 바이러스

구근류 수선 N76 Tobacco rattle virus

묘목류
자두
뽕나무

P2
M2

Apple chlorotic leafspot virus
Tobacco mosaic virus

2. 고찰

가. 격리재배 이상증상주로서 수선(이상

증상주 3종, 대조식물 6종), 자두(이상

증상주 2주, 대조식물 2주), 양다래,

뽕나무, 포도(이상증상주 각 1종, 대조

식물각1종)를확보하였다.

나. 확보된 각각의 격리재배 이상증상주로

부터 프로테옴 분석을 위해 2D 전기

영동을 실시하여 각 식물체의 2D

이미지43장을확보하였다.

(1) 확보이미지: 3-10(pI) : 25장, 

4-7(pI) :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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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별 이미지 : 수선(21), 자두(10),

양다래(2), 뽕나무(8), 포도(2) 

다. 격리재배 이상증상주의 특이프로테옴

40 spot을 PMF 및 LC-MS/MS 분석

하여뽕나무에서 TMV, 수선에서 TRV,

자두에서ACLCV를동정하였다. 

라. 이러한 결과는 현행 검사법으로 검사

되지 않는 격리재배 이상증상주의 바이

러스 진단에 프로테옴 분석법이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과수묘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격리재배검사법

으로서의활용가능성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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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검역정보

NPQS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 유럽연합(EU), Methyl Bromide 사용금지

유럽연합(EU)은 2010. 3. 18.부터 검역 및

선적 전 훈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Methyl

Bromide 사용을금지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호주는2010. 3. 18. 이후EU 국가

에서 발급한 MB 훈증에 관한 증명서를 인정

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MB 처리 승인 업체 목록을 update 할 예정

이며, MB를대체할수있는처리방법은AQIS

수입요건DB (ICON)에서확인할수있다. 

대안으로서, MB 훈증이필요한품목은도착후

MB 훈증이가능하다.

2. EU 집행위, 유전자 변형 감자 승인 등
GMO 규제 완화

EU 집행위는3.2. 유전자변형(GM) 감자재배

승인과 각국 정부에 재량권 부여 등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에 있어 보다 유연한 결정을

내렸다.

EU 역내에서GMO 재배를허가한것은 1998

년 미 농식품공학업체 몬산토의 GMO 옥수수

종자‘MON810’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다. 

유전자변형 감자인‘암플로라(Amflora)’는

일반감자의유전자를조작해전분함량을높인

것으로, 종이 코팅제나 섬유 접착제로 주로

활용된다. 

EU 집행위는“암플로라 경작을 승인한 것은

과학적으로안전성이입증된때문”이라며“경작

을허용하지만엄격한관리와감독을하겠다”고

밝혔다.

암플로라는일반감자에비해맛과향이좋지

않은 편이다. 또 모든 농민이 암플로라를 재배

할수있는것은아니고, 재배신청을한바스프

에만 재배가 허용됐다. 바스프는 체코 등

총250㏊에서암플로라를재배할계획이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몬산토가 개발한 3종의

새로운GMO 옥수수를사료용또는가공용으로

유럽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옥수수

의유럽내경작은계속금지된다.

3. 미국, 참나무역병 관련식물 10종 추가

미국은 2010. 3. 31.부터 Mexican-

orange(Choisya ternate) 등 10종을 참나무

역병(Phytophthora ramorum) 관련식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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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소(DEFRA/FERA)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10종의관련식물을확인하였다.

워싱턴, 오레곤및캘리포니아주로부터다음

관련식물 10종의 묘목류 이동이 추가로 규제되

었다.

4. 캐나다, Tuta absolua 관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대상 국가 확대

캐나다는 Tuta absoluta의유입을막기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update한다고WTO에통보하였다.

토마토에대한수입제한조치대상국가확대

로 Bulgaria, Cyprus, Germany 및 Israel

추가되었으며, Netherlands 산 고추에도 조치

적용한다. 이는2010. 3. 25.부터적용되었다.

※기존긴급제한조치(2.24.부터적용) 내용

T. absoluta 발생국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다음

사항을부기한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본화물은Tuta absoluta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알

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Tuta

absoluta가발견되지않았음”

"This consignment originated from a place

where Tuta absoluta is known not to occur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Tuta

absoluta."

※대상국가

- Albania, Algeria, Argentina, Bahrain,

Bolivia, Brazil, Bulgaria, Chile,

Colombia, Cyprus, Ecuador, France,

Germany, Greece, Kuwait, Israel,

Italy, Libya, Malta, Morocco, the

Netherlands, Paraguay, Peru,

Portugal, Spain, Switzerland, Tunisia,

United Kingdom, Uruguay, and

Venezuela

5. 러시아, 검역대상 물품 반입을 위한
수입검역허가서 폐지 추진

러시아는 2010.3.9. 연방정부 명령(No.299

-r)을 통해 검역대상 물품 반입을 위한 사전

수입검역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식물검역 요건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방침시달하였다.

학명 관용명

Choisya ternate Mexican-orange

Cornus kousa
산딸나무, 
Kousa dogwood

Daphniphyllum
glaucescens

Ilex aquifolium European holly

Lithocarpus glaber Japanese-oak

Magnolia cavalieri Michelia

Magnolia foveolata Michelia

Ribes laurifolium Bayleaf currant

Vaccinium myrtillus Bilberry

Vaccinium vitis-idaea
Cowberry, 
Lingon berry, 
Mountain cran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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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입 후 러시아연방 내에서 국내

이동 중인 물품에 대한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동반요구규정도함께폐지토록지시하였다.

6. 영국, 외래 잡초 방제를 위한 알락나무이
살포 승인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3.9. 일본

호장근(Japanese knotweed) 방제를위한알락

나무이(Aphalara itadori) 시험 살포를 승인

하였다.

일본호장근은영국에서매년2,500억원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외래 잡초로서,

2009년 7월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생물학적

방제를위한초기단계인알락나무이시험살포를

승인하였다. 

7. 미국, 일본산 후지 이외의 모든 사과
품종에 대한 규제 해제 추진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3.10. 일본산 Fuji 이외

의모든사과품종을Fuji와같은조건으로수입

허용하는방안을입안예고하였다.

이는 Fuji 사과에적용되는저온처리및훈증

등관리방안이다른모든사과품종들에도동일

하게효과적이라는판단에따른것이다. 

8. 중미지역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확산

멕시코(Campeche 주),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중미지역 국가들에서 감귤그린병

이추가확인되었다.

이로써 감귤그린병은 미국(플로리다, 조지아,

푸에르토리코), 브라질 및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멕시코, 쿠바,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으로 확산

되고있다.

9. 미국 California 및 Oregon 묘목 협회,
South Carolina 주정부 제소

미국 California 및 Oregon 묘목 협회는

South Carolina 주가 도입한 참나무역병에

대한새로운규제가위헌이고Plant Protection

Act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SC 주와SC 주농업국을제소하였다. 

South Carolina 주는참나무역병기주식물에

대하여추가검사, 문서화, 사전통보등을요구

하고있다.

10. 일본, 남아공산 포도 및 대만산 용과
(dragon fruit) 수입 허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0.4.16.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남아공산포도와대만산용과(dragon

fruit, 선인장열매)에대한수입을허용하였다.

- 남아공산 포도: 0.8℃이하 16일간 저온

처리, 일본검역관현지검역등

- 대만산 용과: 46.5℃이상 30분간 증열

처리, 일본검역관현지검역등



고객과함께하는식물검역
- 추억을 가족 품으로 - 

대부분의 과일류는

우리나라에

없는병해충을매개할수있는식물로

구분되어 있어 해외로부터 반입이

금지되어있다. 요즘해외여행이보편

화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잘알고있으나“아내가불치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왔다.”, “임신 중인데 꼭

먹어야 한다.”,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가족 생각이 많이 나서 가져

왔다.”등다양한사연들로인해어려운민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어느날새벽한국인과결혼한필리핀여성이자녀(2명)들과함께필리핀

친정에다녀오면서망고8kg, 레몬2kg을가져와인천공항식물검역전용

검사대에서식물검역을받게되었다. 우리나라사람들도해외에나가오래

살다보면우리나라음식이많이먹고싶듯이한국에시집을온외국분들도

보통친정에다녀오면서과일이나음식을많이가져오고있다. 

기 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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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원 함 재 웅
haam16@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인천공항으로반입되는수입금지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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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는 식물검역

여성분에게망고및레몬은수입금지생과실에

해당되어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저씨,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만주세요.”라고부탁을하기시작

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하니까비로소두아이의손을잡고눈물을

흘리면서 입국장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나도결혼을해서아내와자식이있는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버스 정류장까지 짐을 옮겨

주고 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과일을 기계로

분쇄해서 폐기하려고 보니 과일을 담았던 박스

밑바닥에 필리핀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찍었

던아이들사진21장이들어있는얇은종이봉투

를 발견하였고 서둘러 버스 정류장에 가봤더니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다. 사진을 그녀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서 세관 및 항공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녀의 연락처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우선 직원 내부통신

망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협조를구했다. 정신없이지내며한달쯤

지난 무렵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와 사진

을그녀의주소로직접전달할수있었다. 사진

을 전달 받은 남편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거의포기했었는데 먼훗날아이들에게소중한

추억이 될 사진을 다시 찾게 해줘서 매우 기쁘

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한달 동안 어딘지 모르게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고 필리핀

여성과 두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좋아지는하루가되었다.

24시간잠들지않는인천공항쉬지않는것은

공항활주로만이아니다. 잠들지않는공항에서

우리의 자연과 농림자원의 보존을 위해 인천공

항지원직원들은 24시간철저한국경검역업무

를수행하고있다. 

힘든 여건이지만 해외를 다녀 오시는 분들에

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귀국하실 때 과일은

두고오시고행복한추억만가지고오시길...

해외출발지공항에식물검역홍보물설치

24시간 잠들지않은인천공항



찔 레 꽃
- 그 붉은 향기로 - 

2001
년이면 9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이었던 나의 모습이 사진 가운데

에 보인다. 「통일글짓기대회서

중앙고 이민정양 최우수상 수상」

이란제목으로신문기사에올랐던

걸로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

는데, 인터넷의 힘이랄까, 찾아

보니사진까지볼수있었다. ‘이민정양’이라는단어가지금은무척이나

낯설다. 

앞만보고, 앞으로어떻게해나아가야할까생각만하고있는지금, 잠시

멈추어뒤돌아본그때의나는또다른모습으로다가온다. 다시금돌아가

시를쓰라고한다면지금의글이나올까? 하고맘한구석잘모를아련함과

함께, 막속으로나의손을가리워버린다.

가끔새책을사거나, 일기를쓸때앞페이지에끄적거리는짧은글귀들이

나중 되새김질 때에 느끼는 지금의 소소한 즐거움거리인데…. 한편으로

기 고 2001년「통일부글짓기」통일부장관상(최우수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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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검역1과 이 민 정
vesperlee@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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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 - 그 붉은향기로

사회생활이라는 달콤 쌉싸름한 장애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 1여 년의 경험밖에 없는

내가무얼알겠느냐만…, 지금나로서는더할것도덜할것도없이직접부딪쳐가며살아가고있다.

조금은부끄럽지만모두들고등학생때의추억으로돌아가그때의기억에서이시를읽어주기를

바라며소개해본다.

찔 레 꽃
- 그 붉은 향기로 -

개망초

흐드러지게 핀

유월의 그 한가로움은

들판의 풀빛을 채운다

아무 생물도 숨쉬지 않았던

태초의

그 공간 속에서도

너 만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

갈고 닦았던

그 웅장한 자태는

그대로인데……

너와 나만이

눈물의 그리메로 가득차

삭아 앉아버린 고리로

멀기만 멀구나

서로의 마음은

어두움의 흙빛으로

가리워져 버리고

남은 건 텁텁한 흙내음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로 짓밟힌 풀잎들은

그 풀잎이 눈물이 되어

코 끝에 얼싸한 향기로 내뿜었다

이제는

따뜻한 북녘의 바람이

들판의 푸른 장막을 걷고

녹음을 타고 내리듯

슬며시 우리의 생채기를 쓰다듬는다

따스함의 여운이 감돌 즈음

한 곡 한 곡

햇살을 조각내어 빼어박은 듯

그 새파란 잔디 우에

쌉쌀함이 깃든

찔레꽃 향내가 가득

실려있다

갈고 닦았던 들판의 풀섶 사이로

황혼이 굴러내리며

투명한 은실을 즈르르 몰라

자신의 향태를 태우듯……

그 찔레꽃의

붉은 향기가

꽉찬 열매를 맺을 때

너와 난

하나의 씨앗이 될 터이다



Aren't you Thai?

언제나 그렇듯 낮선 곳에서의 생활은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게 마련인 것 같다. 태국으로의

현지검역결정이난후며칠안되는준비기간동안여러인터넷사이트를

돌아보며이런저런정보들을모우고, 미리다녀온선배들에게조언을구하던

중, 문득! 외국생활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인 낯설음! 그 낯설음을 재대로

한번즐겨보자는결심을하게되었다. 그리하여김한봉지, 김치한조각

챙기지 않고 태국으로 향했다. 결과적으로 태국에 있던 3개월 동안 기분

좋은설렘과낯설음속에서태국이란나라와태국사람들을마음껏느껴볼

수있는유익한시간을가질수있었다.

글을 쓰려고 지난 3개월간 태국에서의 사진과 일기를 보니 따듯하게

느껴지는아련한기억들과수많은우여곡절속에서종종‘태국인아니냐?’

는소릴들으면서, 때로는마치현지인인양지냈던지난추억에절로미소가

지어진다. 이방인인나에겐식당에서밥을한끼먹어도, 시내버스를한번

타도모든일이좌충우돌-코믹에피소드였기때문이다. 

먼저 이글의 제목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증열처리회사로 첫 출근

하던아침이생각난다. 태국은우리나라와는달리관용차량이없어서열처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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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신 종 갑
jgshin@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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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t you Thai?

리 업체에서 당일 상주할 검역관을 태우러

온다. 처음 출근하는 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난 당연히 친근한 관계를 위해 운전기사 옆

좌석에 앉았다. 잠시 후 태국검역관을 만나

인사를 하려는데 이 직원이 아는 척도 않고

운전기사와만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잠시 엉거주춤하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 명함을 꺼내드는데 태국직원이 황급히

내게로 오더니 미안하다며 첨보고 내가 운전기

사 친구인 줄 알았다고 하며 한국검역관인가

다시 물어본다. 꼭 태국사람처럼 생겼다면서...

물론 만면에미소를가득담은채말이다. 물론

내피부색이좀검긴하지만그래도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태국인들과는 달리 185cm이나 되는

장신인데 말이다. 태국은 아직도 시내버스에

행선지를물어차비를받고잔돈을거슬러주는

차장이있다. 

태국에온지약열흘정도지난뒤일본검역관

과함께호텔에서약간떨어진대형마트로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차장이 여러 번

나에게 정말 태국인 아니냐며 물어보던 일화도

있다. 언젠가는곤충채집및사진촬영을위해서

잔타부리(Chantaburi)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

갔던적이있었다. 여기서는나의외모(?) 덕분에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의

1/5가격인현지인입장티켓을끊은적도있었다.

나중에태국어숫자를자연스럽게말할수있을

무렵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How

much...”대신“뺀올라이 캅?”하면 쉽게

바가지요금을면할수도있었다.

태국에서부러운것중하나를꼽으라면망설

임없이시장문화를꼽을수있다. 태국또한이

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많은사람들이재래시장을더욱즐겨찾는것

같다. 가장유명한짜뚜짝주말시장에는없는것

없으며, 지역별로 꽃시장, 전자제품시장, 패션

용품시장 등등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찾아나서

는 것 또한 상당한 즐거움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노점식당이나 포장마차

에서즐길수있는저렴한먹거리는시장구경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보호종으로지정되어채집조차

금지된 물장군을 튀겨서 파는 것도 볼 수 있었

다. 대부분의것들이획일화되어가는우리나라

있는 지금 좋고 값비싼 물건부터 질은 약간 떨

어지지만저렴한물건을파는곳이다양하게공

존하며 활성화 되어있는 태국이 너무도 부럽고

그립게느껴진다. 
차장이있는태국의시내버스

차이나타운에서팔던곤충튀김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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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부러우면서도낮선문화중하나가

태국의 식당문화이다. 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태국사

람들은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확연히 적은 것

같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아픈것이기본인데태국에선그런시기나

질투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식당에서맥주를마시면서‘을’이라

는 옆 식당에서 안주를 주문하는 것도 가능한

곳이 태국이다. 뿐만 아니라 술집에 술을 사가

지고 가도 대부분 무방한 곳이 태국이다. 단지

내가방문한술집에서간단한안주와술에타먹는

소다수 및 얼음만 팔아줘도 괜찮다고 환영하는

곳이태국이다. 한 푼이라도더벌고싶은것이

사람의 기본욕망이라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욕심없는그들의모습이너무도부러웠다. 

현재 태국에는 한류열풍이 대단하다. 대부분

의대형쇼핑몰에서틀어지는음악은한국유행

가이며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대장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하다.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TV채널도 있으며 K-net이라고 하는

한국음악및연애전문채널도따로있다. 워낙

한국이 인기가 좋다보니 대형 백화점에서 종종

열리는이벤트홀에서는왼쪽사진과같은웃지

못 할 상품이 발견되기도 한다. 현지인에게 물

어보니 단지 옷에 한글이 박혀있다는 이유만으

로도인기가좋다고한다. 

태국에서머문 3개월. 짧지도길지도않은그

시간동안많은것을느낄수있었다. 잠시머무

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길에 만나는

인근식당 사람들, 커피숍 아주머니, 빨래방

할아버지, PC방 할아버지, 꼬치구이 아주머니

등등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마치 그

동네주민처럼지냈었던그시간을돌이켜보며,

그렇게지낼수있도록맞아주고배려해준그들

의 따듯하고도 열린 마음에 다시금 감사하는

맘을 가진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따듯한

배려를 한국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리라

다짐해본다. 

내가봤던태국은내가경험했던태국은서로

에 대한 배려가 깊고 내 욕심을 챙기기에 앞서

상대방을고려하고서로어우러져서같이살줄

아는 그런 나라다. 현재 태국은 반정부시위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빨리 이런 시련이

정리되어 다시금 그들 모두가 서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백화점이벤트홀에서발견한한글이적힌옷



어떤경우에폐기또는반송해야하나요?

흙, 병해충 등 수입금지품이나, 우리나라에 없고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이나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식물

검역증명서가첨부되지아니한식물의경우에는폐기또는반송처분합니다.

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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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경우에소독해야하나요?

수입이허용된식물에대한검사결과우리나라에없고유입될경우자연환경

이나농작물등에피해를줄수있는병해충(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및

잠정규제병해충)이발견되는경우소독명령합니다.

- 다만소독방법이없는병해충(병원체, 선충등)이검출된경우에는폐기또는

반송처분합니다.

소독·폐기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Q 1



소독이나폐기명령을할때사유를알려주나요?Q 3

소독·폐기·반송명령서의‘실시사유’에소독이나폐기사유를기재하여교부

하고있습니다.

검사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병해충의 이름을 알려

주나요? 그리고사진도제공받을수있나요?Q 4

검사과정에서발견된병해충명은소독·폐기·반송명령서에기재합니다

- 사진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화주가꼭필요하다고요청하는경우에는제공하고있습니다

소독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Q 5

농약관리법에의거신고된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실시할수있는훈증소독및

열처리업자가실시한목재포장재에대한열처리소독, 수출입자도스스로처리

할 수 있는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제침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

처리, 온탕침지, 수몰처리 등의 소독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소독처리는「식물

검역소독처리기준」에따라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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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명령을받았을때며칠이내에소독하여야

하는지요?Q 6

품목에 따라서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소독명령일로부터 5∼12일이며 자세한

내용은품목별소독명령이행기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품목별 소독명령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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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물 구 분 소독명령 이행기간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 전용선박외의방법으로수입한경우 -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목재류 및 죽재류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
부터 5일간

•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
독하는 경우

-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
완료 예정일부터, 하역된 경우에
는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경유물품 - 소독명령일부터 5일간

소독명령을받았을때소독은누가하며, 

그 비용은누가지불하나요?Q 7

소독은 화주가 식물검역원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해야하며, 비용은화주가방제업체에지불하시면됩니다.

- 방제업체 현황은 우리원 홈페이지“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정보/수출입식물

소독정보/방제업체현황”을참고하십시오



소독은아무장소에서나할수있나요?Q 8

아닙니다. 소독은 수입식물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독처리하기에

부적합한경우에는식물방역관이지정하는장소에서소독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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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으로인하여식물에품질손상, 

약해등피해가있을수있는가?Q 9

곡류나목재류등건조한것은피해가없으나, 생식물(절화, 종자, 청과물)등의

일부식물에는약제의종류에따라피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소독동

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소독을 실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리합니다.

- 정부는 소독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소독처리는수입자자신의위험부담으로수행하여야함.

병해충 분류나 사육 검사 등으로 실험실정밀검사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화주는 우선 소독을 실시

한후화물을통관할수있는지요?Q 10

식물방역관이교부한“병해충발견통지및처분요청서”를이용하여사전처분

요청을하시면검출된당해병해충이금지병해충의그룹에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우선 소독을 실시한 후 통관할 수

있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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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에대해먼저소독을실시한후에검사를

받을수있나요?Q 11

수입자가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조건부수입허용품목은제외)에대하여검사

전에스스로소독하기를원하며, 검사결과에따른검역처분에이의를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처리합니다.

- 소독후검사결과폐기명령을받는경우의손해는화주가부담하셔야함. 

소독명령을받은화물은어떻게관리하여야하나요?Q 12

소독명령을받은화물은소독시까지컨테이너또는밀폐형용기에보관하거나

다른물품과격리하여비닐등으로덮어병해충이퍼지지아니하도록조치해야

하며

소독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덮어병해충이퍼지지아니하도록조치한후이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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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Q 13

식물의종류나발견된병해충의종류에따라서상이합니다

가. 수입금지품과금지병해충부착으로폐기되는식물 : 소각·반송, 다만금지

해충(선충제외)이부착된경우에는매몰또는분쇄할수있다.

나. 관리병해충부착시소독방법또는시설이없어폐기되는식물중

1) 관리병원체가 부착된 식물 : 소각,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가공처리

2) 관리해충이부착된식물 : 소각, 매몰(선충제외), 분쇄(선충제외), 반송

또는병해충이전파될수없는조건에서가공처리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휴대·우편 또는 특급탁송물품으로 수입되는

폐기대상품은 121℃ 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처리한 후 매몰할 수 있고,

휴대·우편 또는 특급탁송물품으로 수입되는 금지식물 중 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제외)인경우에는분쇄할수있다.

라. 검사결과병해충검출은없었으나법규위반사항(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식물 : 소각, 매몰, 분쇄,

퇴비화또는반송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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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명령을받은경우며칠이내에폐기하여야하나요?Q 14

명령일로부터20일간. 다만, 경유물품의경우에는명령일부터10일간

<폐기 이행 기간 연장>

□다음과같은경우에는폐기이행기간이 30일의범위내에서연장될수있음

1) 일기불순또는폐기절차등으로상당한기간이요구되는경우

2) 반송을위한선박일정과수출자와의비용협의문제등의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

하기가어려운경우

4) 세관의폐기승인지연, 파업등기타지원장또는사무소장이연장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폐기는어디에서하여야하나요?Q 15

폐기 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

해야합니다.



4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검역 Q&A

폐기명령을받은화물은어떻게관리하여야하나요?Q 16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

하여야한다.

폐기대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자 등의“폐기대상품”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하거나스티카를부착해야한다.

폐기대상품이다량인경우로서수량확인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인

검정기관의검정서로서수량확인을갈음할수있다.

반송또는반출할경우에일부를불법반출한후유사품으로위장반송할것으

로의심이되는경우에는이행결과를현장에서확인할수있다.

어떤식물을선별폐기할수있는지?Q 17

금지품이발견된경우로서다음과같은경우에는금지품만선별하여폐기할수

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금지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는 경우> 

□푸른바나나에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황색바나나가혼입된경우

□맥류에협잡물이혼입된경우

□식물성이 아닌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재료로 금지품(목재포장재를 제외한다)을 사용

한경우

□금지품인 목재류와 금지품이 아닌 목재류(검사제외가공품을 포함한다)가 혼재되어

있는경우로서구분이가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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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바닥에있는흙을식물과접촉되지않도록분리할수있는경우

□포장재에부착된흙을식물과접촉되지않도록분리할수있는경우

□비닐끈 등 수입금지식물이 아닌 물질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있는 박스와 짚 등 수입

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이 들어 있는 박스가 있는 경우(수입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

이들어있는박스에대하여폐기)

□제재목에금지품인흙이붙어있는것과흙이붙어있지아니한것이있는경우(흙이

붙어있는제재목에대하여폐기)

□수입냉동고추에 금지품인 생고추잎 또는 줄기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금지품에

대하여폐기)

□수출국에서 세척하여 수입되는 신선한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의 화물 중 세척 소홀로

일부에만 흙이 붙어 있는 경우(흙이 붙어 있는 근채류 또는 열매채소의 포장에

대하여폐기)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골판지 상자 등 병해충이 전이될 수

없는 포장재와 흙 또는 흙이 붙어있지 아니한 식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재가 혼적

되어있는경우(흙 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이담겨져있는포장재에대하여폐기)

□검사제외가공품 등 식물검역대상품목이 아닌 품목 내에 부분품으로 금지품이 들어

있고(예 : 대나무 베개 속에 왕겨 등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지품이 별도의

포장에의해포장되어있어다른일부의부분품과완전하게분리될수있는경우

□오수유에볍씨가혼입되어있는경우

□수수빗자루의 자루에 금지수종인 소나무 각재를 넣은 것과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수수빗자루가혼입되어있는경우(소나무각재가들어있는수수빗자루에대하여폐기)

□양파를보호하기위해망외부또는깔판아래에볏짚이혼입되어있는경우

□그 밖에 선별을 하더라도 수입식물류에 병해충이 전이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한

선별이가능하다고국립식물검역원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경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선별기준에 부합하거나 선별이 결정된 경우 일지라도 신청

된수량의 50% 이상(중량또는포장단위수)의 금지품이혼입되었을경우에는전량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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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선별폐기의절차는?Q 18

선별폐기는다음절차에따라실시됩니다.

- 폐기명령서 교부 ⇒ 화주가『선별계획서』제출 ⇒『선별완료 신고 및 확인

검사요청서』제출 ⇒선별확인검사실시 ⇒선별된금지품폐기

선별을하는장소는?Q 19

선별대상물품이장치된장소에서실시하며, 가급적옥내에서실시하여야합니다.

폐기처분을한경우폐기하였다는증명서를해줄수

있나요?Q 20

폐기물품의소유자또는그대리인이처분내용에대한증명을요구하는때에는

처분증명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

선별이나폐기·반송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나요?Q 21

선별이나폐기·반송시발생하는비용은명령을받은소유자나대리인이부담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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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청렴도제고특별대책및재정조기집행점검회의

’10년 3월 5일(금) 14:00~16:00, 본원소회의실에서본원및지원서무주무등 15명이참석한

가운데 ’10년 청렴도제고 특별대책 및

재정조기집행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회의에서는’09년청렴도평가및

반성과 ’10년청렴도제고세부추진계획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지원별

재정조기집행현황점검도실시되었다.

2010년보안·기록물관리교육등실시

’10년 3월 11일(목) 15:00~18:00, 본원

4층 대강당에서 본원 전직원 및 지원 서무

담당등52명이참석한가운데보안·기록물

관리 교육,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달,

초과근무사전승인제도에대한교육이실시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운영지원과김채균주무관,

방제과 임채석 주무관, 운영지원과 한기연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현재의 보안여건과

보안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정보보안관련

보안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방법을설명하였다.

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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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담당공무원특별교육

’10년 3월 25일(목) ∼ 26일(금), 양일간 본원 전산교육장 및 2층 소회의실에서 지출관, 최근

신규임용자, 일반직전환자, 각 업무담당자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 담당공무원

특별교육이 실시됐다. 본원 담당직원 분들을

모시고특별정신교육(본원운영지원과장), 회계

제도, 예산일반, 복식부기, 예산집행지침(행정

주사 김용기), 계약업무, 일반지출(행정주사

문경숙), 국유재산·수급관리 결산(행정주사보

권지현), 물품구매·등록, 관서운영경비 지출

(행정주사보 이성원)과 봉급지출(실무관

김화선)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강의는 D-brain, pass실습과 브레인스토밍이

병행으로실시되었다. 

본원제65회식목일행사실시

’10년 4월 9일(금) 15:00 ∼ 18:00, 본원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식목일 행사가

실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화단

내잡석제거및봄꽃식재를시작으로

청사주변 환경정리와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것으로진행되었다.

2010년정기보안감사대비보안담당자특별교육실시

’10년 4월 20일(화) 10:00 ~ 15:00에 본원 4층 국제회의실

에서본원, 지원및지배소직원12명의참석아래2010년정기

보안감사 대비 보안담당자 특별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날

교육내용으로는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및 정보통신

보안 전반과 정기보안감사 대비 착안사항을 점검하고 질의

응답하는시간을가졌다. 

회계, 예산, 복식부기설명(김용기) 관서운영비, 물품(이성원)

지출에관한자유토론 봉급(D-brain 및 PPSS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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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등농식품수출국검역관내방

’10년 3월 8일(월), 대만 등 8개국 검역관

15명이 내방하여 인천공항지원 업무소개 및

화물수입검사·실험실검사 등 다양한 검역

현장 견학을 통한 인천공항지원을 소개하는

계기를마련하였다.

재식용식물수입업체간담회개최

’10년 3월 11일(목), 인천공항지원 회의실에

서 몬산토코리아 등 12개사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내용으로는식물검역홍보동영상시청및봄철

특별검역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애로사항등을청취·답변하는형식

으로회의를진행하였다.

“봄철특별검역기간”홍보캠페인실시

인천공항지원은“봄철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면서’10년 3월 16일(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

으로귀국시식물류를반입할때반드시신고

할것을홍보하였고아울러열대과일, 호두등

금지식물을반입하지말것을당부하였다.

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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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위공무원단인천공항CIQ 체험

행사실시

’10년 4월 1일(목), CIQ 업무이해도를높이

고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고위

공무원단(15명)이 방문하여, 식물검역을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금지과일

샘플을전시하는등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대상식물검역홍보

’10년 4년 14일(수)에 서울 강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방문하여태국등8개국52명

의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식물검역원의업무

소개, 식물검역절차 등을 안내하고 궁금한

점에대한답변을통해식물검역에대한이해

도를향상시키는 계기를마련하였다.

꽃매미나방전국일제방제일손돕기행사

인천공항지원은’10년 4월 22일(목)에경기도

시흥시포도농가를방문하여꽃매미나방알집을

수거 소각하는 등 꽃매미나방 방제를 위한

일손돕기행사를실시하였다.

식물검역홍보자문위원위촉및간담회실시

인천공항지원은 ’10년 4월 22일(화)에 대한

항공, 아시아나항공,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외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

하고 식물검역홍보지원 및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실시하였다.

해외출발지공항에식물검역홍보배너설치

인천공항지원에서는 금지품 반입이 많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등 7개 공항

(하노이, 방콕, 푸켓, 마닐라, 클락, 베이징,

상하이) 12개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협조하여 식물검역 홍보 배너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지품 반입 억제와 식물검역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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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체계 운영에 따른 직원

휴게실설치

국제우편물에대해24시간식물검역체제를

도입함에따라야간근무직원들의휴식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나

’10년 4월 1일(목)에 국제우편사무소 내에

휴게실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대만수출배재배농가검역요건교육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3월중김포, 양주, 강화,

홍천의 선과장 관계자와 농민 및 농업기술

센터 관계자(150명)를 대상으로 대만 수출배

검역요건 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을통해한국배수출현황및한국산

배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농가

의애로사항을파악하는계기가되었다.

다문화가정식물검역홍보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교육을 2회(’10년 3월 30일,

’10년 4월 22일)에 걸쳐 동두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국 및 동남아, 우즈

베키스탄등에서이주한다문화가정총50명의

가족에게식물검역소개, 입국시금지식물및

신고요령등식물검역의중요성을홍보하였다.

동·식물검역합동홍보실시

’10년 4월 29일(목)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15명)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반입금지 동·식물 홍보와 입국 시 동·식물

신고요령안내, 홍보물품배부등 홍보캠페인

을실시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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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1일교사실시

속초사무소는 ’10년 3월 24일(수), 양양

송포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1일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식물검역원 소개, 외래병해충의 피해사례 및

해외여행시 식물검역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대상식물검역홍보

속초사무소는 ’10년 4월 20일(화), 속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모국

방문 시 반입가능식물 및 수입금지식물, 식물

검역절차등을안내하고설명함으로써외국인

들이 식물검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행정인턴요원들과함께한식물검역탐방

중부지원은 지난 ’10년 3월 10일(수), 신규

행정인턴을대상으로식물검역업무의이해를

돕고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행정인턴쉽및민원응대요령

등을숙지하고현장체험을중심으로검역업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실험실정밀검사과정, 수입농산물검역

현장 방문, 선박 승선 등의 현장체험을 중심

으로 식물검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하는등유익한시간을마련하였다.

봄철수입종자·묘목류특별검역기간운영

중부지원은지난’10년 3월 15일(월) ∼’10년

4월 2일(금)까지 봄철을 맞아 종자 및 묘목류

의수입증가가예상됨에따라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여운영하였다.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운영지원과장님말씀 실험실정밀검사과정소개

휴대식물검사과정안내 TITAN호 선장님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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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류 수입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특별검역기간 운영방법 설명과 업체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신속한 통관지원 위주로

운영하였다. 

간담회에서의 수렴된 애로사항은 자진소독

요청 시 민원 접수 및 소독명령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독계획서 1회 제출로

업무를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 인천세관등 8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바나나뿌리썩이 선충 기주식물 등 재식

용 식물에 대한 소무역상 물품 검색을 강화

하였으며 인천공항지원과의 합동단속반 편성

하여수입식물재배지등의식물검역위반행위

단속도병행하였다.

각종일간지에특별검역기간운영관련보도

자료를배포하여조선일보등 7개사 9회게제

토록하여 종자, 묘목류가 불법으로 반입되지

않토록하였다.

인천항훼리호별소무역상대표간담회개최

중부지원에서는지난’10년 3월 21일(일) ∼

’10년 3월 26일(금)까지(6일간) 인천항을이용

하는 소무역상인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소무역 상인들의 일정에 맞춰

선박별(9개선)로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검사

가진행될수있도록수입신고서작성및기탁

농산물의 포장방법 등을 당부하는 한편, 애로

사항 청취 및 답변을 통해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날 참석한

소무역상대표단은식물검역업무의신속처리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정품목이나 신규상인들의

검역인식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자체적인홍보에주력할것을다짐하였다.

식물검역알림이의초등학교방문기

중부지원은지난’10년3월23일(화)과’10년

4월 5일(월), 양일간에걸쳐강화도소재내가

초교 및 인천시 당산초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1일 교사(이보영검역관) 기간

동안만난260명의학우들은식물검역의필요

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외래병해충의

피해를다룬애니메이션을시청하였으며각종

퀴즈풀이를통해다양한상품도받았다. 특히,

학생들은 곤충표본 관람 시 애완용 곤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산 사슴벌레

등과비교하며외래종의수입금지사유에대한

궁금증을해소하는등알찬시간을가졌다.

제2국제여객터미널
단동명주Ⅱ대표단(단동)

제1국제여객터미널
대인호대표단(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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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맞아수입절화류검역현장방문활발

5월어버이날및스승의날을맞아수입절화

류의 증가에 맞추어 검역현장 취재 및 현장

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4월 16일(금)과 ’10년 4월 20일(화) 양일간

수입절화류 검역현장 취재를 위한 KBS-1TV

촬영팀의방문을시작으로’10년4월23일(금)

한국절화협의회 소속 농민단체(37명)의 현장

방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0년 4월

25일(일) 방영된‘취재파일4321’을통해수입

절화류의 검역절차, 소독처리방법 및 병해충

발견 시 실험실 정밀검사 과정 등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또한 절화협의회 대표단과의

수입절화에대한간담회및수입절화류검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입검역절차를 이해하고

애로사항을토의하는등뜻깊은시간을가졌다.

식물검역관계자간담회개최

평택사무소는 원활한 식물검역을 위하여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첫번째간담회는’10년3월12일(금)에

수출입식물방제업체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규정 및 훈증소독 위해

사고 예방 준수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

’10년 3월 18일(목)에는 평택과 중국 간의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무역상인회장단과 함께

휴대식물검역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10년

3월 26일(금)에는 평택항부두운영관계자와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식물

검역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가 이루어

졌다. 관계자들은 모두 협조적이었으며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밝혔다.

평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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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수입종자·묘목류특별검역실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봄철을 맞아

종자및묘목류의수입이증가될것으로예상

되어 해외병해충 및 수입금지품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10년 3월 15일(월)부터

’10년 4월 2일(금)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화물 및 휴대로

수입되는 모든 종자류와 묘목류에 대한 현장

검사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실험실정밀

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특별검역기간 동안

세관 X-ray 판독요원에 대한 식물검역 교육

및 여행객과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한 수입

금지식물 반입금지 및 수입식물을 반드시

신고하도록홍보캠페인을하는등의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 식물방역법 위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콩종자, 이팝나무묘목 등

9건의 품목도 실험실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합격처리되었다.

대미배수출재배농가교육

평택사무소는지난’10년 3월 30일(화) 평택

과수조합 선과장 회의실에서 미국과 대만

수출배재배농가및선과장관계자등 60명을

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본교육은미국과

대만의수출검역절차및요건등관련규정과

해당 국가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에 대한

설명등으로진행되었으며농민과수출관계자

에게 우수한 품질의 배가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재배지에 대한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해줄것을당부하였다.

평택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평택사무소는 지난 ’10년 4월 15일(목),

2010년도 지자체 식물방역관 자격 준비과정

자 16명이방문하여『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

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은

평택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 등 생과일과

건조·냉동 농산물을 검사하는 검역현장을

견학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새로운

경험을가짐으로예비지자체식물방역관으로

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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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BIS 모니터를이용한홍보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평택시청에서

운영하는평택시내버스정류장97개소에설치

된 BIS(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에 식물검역

안내문을 4월 중순부터 표출하고 있으며

5월까지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평택항에

인접해 있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평택시청과 협의한 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시청 홍보관 1층에 설치

된‘시정뉴스’동영상 모니터에도 우리원의

『식물검역CF』를 4월한달간표출하고있어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사무소는 앞으로도 평택시청과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꾸준한 식물

검역홍보를추진하기로하였다.

국제우편물통관업무개선을위한

양해각서체결

’10년 3월 11일(목) 11:30~12:00, 부산국제

우체국 소회의실에서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

원 양산사무소 주관으로 부산국제우체국장

(김영화), 부산국제우편세관장(박종하), 우리

지원 양산사무소장(정채문)이 참여하여, 국제

우편물 통관업무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제우편식물의 반출입에 관한 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량으로

수입되는종자류등이타물품과혼적시, 식물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양해각서를체결하게되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서로의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모습으로나아갈수있는좋은기회가

될것이다.

영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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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방제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

’10년 3월 18일(목) 14:00~17:20, 영남지원

1층세미나실에서산림해충의예찰·방제기법

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 검역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산림해충(선충) 예찰·방제

전문가인국립산림과학원산림병해충과문일성

박사를초청하여세미나를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목 해충의 발생과 예찰조사

기법,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원인, 방제기술의변천, 솔껍질

깍지벌레(Matsucoccus thunbergianae),

솔잎혹파리의강원, 울산및경남남부지역의

최근 발생에 따른, 종합방제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토론하였다.

이번강연을통해우리원의업무발전과제인

예찰·방제 효율화 방안 도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신 연구동향 및

기술공유를통한협력관계증진으로서로발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관

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수행된 연구성과

를교류하기로협의하였다.

제6회부산녹색생활농업박람회

식물검역홍보관운영

’10년 3월 25일(목)~28일(일), 4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 1 전시관에서 부산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6회 부산녹색생활농업박람회장에 식물검역

홍보관을설치운영하였다.

식물검역홍보관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접하고이해할수있도록안내하고, 주요금지

병해충에 대한 현미경 및 영상분석 장치를

이용한 관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식물검역홍보 동영상 및 영남지원 자체

제작홍보용UCC를방영하였다. 

그리고관람하는다양한연령층을대상으로

식물검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전시된 표본을 활용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시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상황 등을

설명하고, 알기 쉬운 홍보 만화 책자를 이용

하여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를형성하는성과를얻었다.

식물검역홍보관전경-5 지원장님시찰

식물검역홍보활동-1 식물검역홍보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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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민원콜센터」운영

’10년 4월 5일(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영남지원 민원실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이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한 민원

업무상담에 직접참여 고객의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현장소통민원콜센터」를실시하고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요일별 상담자를 지정

하여 매일 14:00~16:00 까지 식물검역전반

사항은지원장, 검사인력운용(운영지원과장),

검사장소·과채류·곡류및재식용검사(검역

1과장), 수출입방제·수출식물 및 목재·잡화

류 검사(검역2과장), 실험실검사 전반(조사

분석과장)에대해서상담하고있다.

주요 처리 사항으로는 신항 검역업무량

폭증에따른검역인력운영상담과식물검역증

보완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 신항 검역건수에

대해 지원인력 기동배치 등 고객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해소하고있다.

열처리업체교육및간담회실시

’10년 4월 7일(수), 대구공항 3층 대회의실

에서 국제수출포장 등 26개사 담당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처리업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은 열처리관련 법규 및 주의사항과

개선된 열처리업체 운영정보 시스템 안내 및

온라인민원신청시스템사용법등전산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열처리 업체 대표조직

설립에 대한 안내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소독 후 목재포장재 관리요령 스티커 배부와

함께국제기준에적합한열처리된목재포장재

수출을 위한 열처리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꽃매미방제일손돕기행사

’10년 4월 20일(화), 영남지원대구사무소는

경북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경북

군위군산성면화재리에소재한대미배수출

단지 과수원(윤점환, 6,600㎡ 1500주) 및

포도과수원 (박춘우, 2,000㎡ 300주)에 출장,

최근농가에큰피해를주고있는꽃매미방제를

위한일손돕기행사를실시하였다.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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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대구사무소장(권용순)이

꽃매미 방제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꽃매미

월동알 부착 조사 및 포도과수원 전정 가지

제거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거한 월동알 및

잔재물(1Kg)은 휴대수입금지품과 함께 법정

폐기장에서소각처리하였다. 

“봄철특별검역”홍보

’10년 3월 18일(목) 9:30~10:30, 김해공항

출국장에서해외여행객대상으로“봄철특별

검역”홍보 캠페인을 식물검역원 5명, 수의

과학검역원6명과함께합동홍보하였다.

여행객에 대하여, 귀국 시 휴대한 동식물류

신고 요령을 설명하고, 금지품 및 반입 가능

동식물류, 수입 가능한 종자와 묘목류 반입

절차, 수입금지묘목및잡초로분류되는식물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식물류 수입

시에는 가까운 지원·사무소에 연락,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하고, 동식물 안내리플릿

등을배부하였다.

김해시결혼이민자대상식물검역홍보

’10년 3월 26일(금), 김해공항사무소(소장

박창일)는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방문

하여 결혼이민자 42명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교육을실시하였다.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싱가포르인,

파키스탄인 등 다국적 결혼이 민자는 이날

교육에서식물검역원은어떤일을하고, 검역이

왜중요한것인지, 해외병해충유입사례, 수입

금지품 및 금지식물에 대한 설명, 수입가능

식물류에대한안내및반입시주의사항입국

시휴대수입식물류신고방법및절차, 휴대식

물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통해이해의장을열었다.

참여자들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공감하면

서입국시농산물을휴대반입할경우반드시

식물검역원에 신고하고 이웃에게도 교육내용

을알려주겠다고약속하였다.

김해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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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에서는 지난 ’10년 3월 11일(목),

군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세관 X-RAY

판독요원(3명)을대상으로식물류(과일,견과류

등)에대한검색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내용 으로는 주요 수입금지식물의

X-RAY 판독방법 및 검색시연, 휴대식물

불법 반입 시 인계절차와 식물검역업무 협조

요청 등을 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세관X-RAY판독요원들의식물류검색

능력 향상과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하였다.

무안공항 사무소에서는 지난 ’10년 4월

8일(목), 영암군삼호읍에위치한영암군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결혼이민자가족과직원들

40명을대상으로식물검역홍보를실시하였다.

이날 홍보는 식물검역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식물검역절차, 국내반입가능식물및

금지식물 설명, 식물검역 리후렛 배부와 질의

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들은식물검역업무에대해새로이알게되었고

국내 반입가능 과일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며

반색을하였다.

외국인유학생대상식물검역홍보실시

제주지원은 지난 ’10년 3월 8일(월) 제주

대학교국제교류센터에서외국인유학생오리

엔테이션 참가자 85명 대상으로 식물검역

홍보를실시하였다.

이번홍보는유학생들의금지식물류반입을

사전에차단하기위해금지및수입가능식물,

휴대·우편 식물검역절차를 소개하고, 식물

검역홍보물등을배부하였다.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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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법적방제분야) 특강실시

제주지원은 ’10년 4월 12일(월),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생 대상으로 식물병해충

방제 방법의 하나인 법적 방제 분야인 식물

검역에대한특별강의를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식물자원환경전공 해충종합

관리학과목의『법적방제단원』에대한강의로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 법적 방제 수단인

식물검역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식물검역 현장에서

함께할수있는가능성을홍보하였다.

명예식물검역감시원간담회개최

제주지원은’10년 4월 16일(금), 불법농산물

반입·유출에 의한 해외병해충 유입 차단과

식물검역질서 확립 위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

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번간담회에서는불법사례중심으로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을 설명

하였고 제주국제공항 CIQ 검사현장을 견학

하였다.

앞으로 주기적인 합동단속 및 식물방역법

위반사항신고뿐만아니라식물검역의중요성에

대한 홍보 전도사로 적극 활동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원예생산전문단지수출농가간담회개최

제주지원은 ’10년 4월 21일(수), 원예생산

전문단지 회의실에서 수출농가대상으로 간담

회를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농가 40명이 참석해

제주산감귤의미국전지역수출에대비하여

대미수출요건홍보및수출검사지원방향등을

안내하고농가의애로사항등을수렴하였다.

이와 관련, 제주지원은 제주산 농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별 수출검역요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수출농산물 관리에

서부터수출검역까지연중상시수출지원체계

를구축, 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이다.



저자 : 전 진 문

출판사위즈덤하우스 | 2009년 11월 | 12,000원

책소개

1500년간 아일랜드를 지배한 오닐 가문의 핵심 성공요인을 분석해 지속성장 경영의

비밀을 파헤친 책. 저자는 한 가문이나 하나의 기업, 더 크게는 한 왕조가 오래 살아남

았다는사실에는오랜생명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위대한지도자의카리스마와후손들

의 숨은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것이라 말한다.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용단, 대를 이어

계승된낙토의꿈, 핵심가치와시스템, 변화와생존의법칙등을통해오늘날기업과조직에필요한생존과혁신의조건을

제시하고있다.

오닐가문은기원전10세기경아일랜드에들어와왕권을이루며유럽최고(最古) 명문가로자리잡았다.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문이200년동안부와권세를누렸고우리나라의경주최부잣집이300년동안부를이어왔다면, 아일랜

드의오닐가문의역사는 1500년으로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일이다. 한 가문이나하나의기업, 더 크게는한

왕조가‘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 가문이나 기업

또는 왕조가 오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후손들의 숨은 노하우가 신비한

비밀의DNA에녹아있는것이다.

이 책은 유럽 최고(最古) 명문가 오닐 가문의 핵심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성장경영의 비밀을 알아본다.

오닐 가문의 성공요인은, 절박했던 시대적 환경과 소중한 것을희생하는 용단을 통해 비전을 실현한 걸출한 영웅,

그리고핵심가치를공유함으로써지속적인성장의발판을마련한후손들에서찾을수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선정한 500대 기업이 40년 뒤에는 74개 기업만 남았고, 현대 기업의 평균 라이프

사이클은15년밖에안된다고한다. 혈연으로맺어진1500년오닐가문의역사는비록현대의기업과다르게볼수도

있지만, 그태생과성장과정에서찾을수있는메시지는그어떤글로벌기업의사례보다실질적이며생생하다.

간절히바라는게있다면희생과용단(용기)으로낙토를얻고, 그낙토에꿈을심는것(비전)은현대의조직과기업에

유용한 메시지다. 또한 그 낙토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성공 유전자를 찾아내고(핵심가치),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시대의변화에유연하게진화하는(이노베이션) 것은지속성장하는기업의핵심조건이다. 헤레몬의‘붉은

손이야기’는무한경쟁시대를살아가는오늘날의수많은기업과조직에필요한생존과혁신의조건을제시할것이다.

저 자 - 전진문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기획실장·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고, 한국산업경영학회장을 지냈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와 일리노이

주립대에 방문교수로 있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경일약품(주)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구경영자독서모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월간『머니』에「전진문의 부자론」을 3년간 연재하는 등 기업 및 부자 관련의

글을쓰고있다. 저서로『회계이론』, 『경주최부잣집 300년 부의비밀』이있다.

- 아일랜드명문오닐가
1500년지속성장의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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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10. 1-4월)

’10년 1월부터 4월중수입식물에서검출된

병해충은 총 345종 2,780건이었고 규제

병해충은 120종(35%) 1,353건(49%)이

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15종(33%)

541건(19%), 비검역병해충은 110종(32%)

886건(32%)이었다.

규제병해충 120종 1,353건 중 해충이

93종(78%) 1,237건(91%)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7종(23%) 116건(9%)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1,189건 96%)이 대부분

을차지하였으며달팽이 23건, 선충 21건,

응애4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바이러스

45건, 잡초 27건, 세균 23건, 진균 21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115종 541건 중 해충이

107종(93%) 525건(97%)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병은 8종(7%) 16건(3%)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430건 8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51건, 응애

24건, 달팽이 20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진균만16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110종 886건 중 해충이

69종(63%) 499건(56%)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41종(37%) 387건(44%)이 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435건 87%)이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선충59건, 응애4건, 달팽이

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 382건,

잡초5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345 2,780 120 1,353 115 541 110 886

해 충

소 계 269 2,261 93 1,237 107 525 69 499

곤 충 류 222 2,054 79 1,189 90 430 53 435

응 애 류 9 32 3 4 4 24 2 4

선 충 류 27 131 9 21 5 51 13 59

달팽이류 11 44 2 23 8 20 1 1

병

소 계 76 519 27 116 8 16 41 387

진 균 54 419 9 21 8 16 37 382

세 균 1 23 1 23 0 0 0 0

바이러스 15 45 15 45 0 0 0 0

잡 초 6 32 2 27 0 0 4 5



검역자료

60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 1. 1. ∼ 4. 30.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 미포함)

구 분

단

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

'10(A) '09
전년
대비
(%)

소 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1,278,846 1,340,946 95 15,802 21,576 37,378 3 

곡류,사료류 등 톤 8,283,841 6,120,942 135 288,904 815 289,719 3 

수목류 천㎥ 2,054 1,437 143 1,462 0 1,462 71 

묘목,구근류 등 천개 93,128 84,405 110 3,624 521 4,145 4 

수

출

건수 건 26,143 23,686 110 5,500 5 5,505 21 

곡류,사료류 등 톤 63,503 120,887 53 968 9 977 2 

수목류 천㎥ 5 4 125 2 0 2 40 

묘목,구근류 등 천개 23,973 19,299 124 335 0 335 1 

수

입

건수 건 1,252,703 1,317,260 95 10,302 21,571 31,873 3 

곡류,사료류 등 톤 8,220,338 6,000,055 137 287,936 806 288,742 4 

수목류 천㎥ 2,049 1,433 143 1,460 0 1,460 71 

묘목,구근류 등 천개 69,155 65,106 106 3,289 521 3,8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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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 1. 1. ∼ 4. 30.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 등) 미포함

구 분

단

위

검역량 검역결과('10)
처분
비율
(%)
(B/A)'10(A) '09

전년
대비
(%)

소 독
폐기·
반송

계(B)

총

계

건수 건 76,326 63,384 120 15,746 393 16,139 21 

곡류,사료류 등 톤 8,275,645 6,113,545 135 288,902 725 289,627 3 

수목류 천㎥ 2,054 1,437 143 1,462 0 1,462 71 

묘목,구근류 등 천개 92,774 84,021 110 3,618 504 4,122 4 

수

출

건수 건 19,300 16,987 114 5,498 5 5,503 29 

곡류,사료류 등 톤 63,361 120,743 52 968 9 977 2 

수목류 천㎥ 5 4 125 2 0 2 40 

묘목,구근류 등 천개 23,853 19,206 124 335 0 335 1 

수

입

건수 건 57,026 46,397 123 10,248 388 10,636 19 

곡류,사료류 등 톤 8,212,284 5,992,802 137 287,934 716 288,650 4 

수목류 천㎥ 2,049 1,433 143 1,460 0 1,460 71 

묘목,구근류 등 천개 68,921 64,815 106 3,283 504 3,78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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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 1. 1. ∼ 4. 30.

식물명 단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무 톤 222 1,893 190 1,094 117 173 괌,싸이판

장미절화 천개 187 5,956 147 4,382 127 136 일본

심비디움묘 천개 217 644 92 543 236 119 중국

사과 톤 223 1,350 237 1,308 94 103 대만

딸기 톤 510 150 440 146 116 103 일본

배 톤 528 6,420 578 6,702 91 96 미국,대만

팽이버섯 톤 440 3,201 593 3,552 74 90 미국,중국

파프리카 톤 1,336 3,993 1,069 4,434 125 90 일본

수

입

양상추 톤 201 2,215 18 175 1,117 1,267 중국

옥수수 톤 271 684,150 150 396,607 181 173 미국,브라질

망고 톤 229 343 151 200 152 171 필리핀,태국

밀(사료용) 톤 232 715,147 178 417,800 130 171 우크라이나

SPF각재 천㎥ 319 66 221 39 144 168 캐나다

오렌지 톤 4,813 83,399 3,092 53,688 156 155 미국

콩 톤 249 398,564 222 284,146 112 140 미국,중국

밀 톤 274 764,671 212 589,677 129 130 미국,캐나다,호주

바나나 톤 2,440 105,985 1,924 88,915 127 119 필리핀

동양란묘 천개 738 7,156 707 6,019 104 119 대만

호두 톤 339 4,203 292 3,594 116 117 미국

포도 톤 1,276 25,479 1,121 22,695 114 112 칠레

파인애플 톤 680 19,046 494 17,800 138 107 필리핀

냉동고추 톤 569 46,097 634 46,540 90 99 중국,베트남

호박 톤 373 11,391 482 12,609 77 90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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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진

승진전보

전 보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일 비고

운영지원과 행정서기 이성원 행정주사보 ’10. 3. 2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영남지원 검역2과 농업주사 권용순 농업사무관 영남지원 대구사무소장 ’10. 3. 2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임정식 행정주사 운영지원과 ’10. 3. 2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농업주사보 문병천 농업주사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10. 3. 8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영남지원 대구사무소장 박양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3. 2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이준익 영남지원 검역2과 ’10. 3. 8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조규달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0. 3. 8

국립식물검역원 송명희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10. 3. 8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유희정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 ’10. 3. 8

검역기획과 심동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실 ’10. 3. 29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실 신윤용 방제과 ’10. 3. 29

방제과 이경석 검역기획과 ’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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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 / 인사이동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 이천순 방제과 ’10. 4. 5

방제과 원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4. 5

호남지원 변순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10. 4. 5

청양군 문화관광과 명수한 운영지원과 ’10. 4. 5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이유희 운영지원과 ’10. 4. 5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조지연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0. 4. 5

운영지원과 권지현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0. 4. 5

운영지원과 박소영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10. 4. 5

신용임용

휴직 및 복직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신규 이영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0. 3. 22

소속 성명 기간(기관) 발령일 비고

운영지원과 백향일 2010.03.01~2011.02.28 ’10. 3. 1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이현주 2010.03.01~2010.08.31 ’10. 3. 1 휴직연장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김양수 2010.03.02~2011.03.01 ’10. 3. 2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강지은 2010.03.10~2012.03.09 ’10. 3. 10 휴직연장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장수연 2010.03.18 ~ 2011.03.17 ’10. 3. 18 휴직

국립식물검역원 김나연 영남지원 대구사무소 ’10. 4. 7 복직

국립식물검역원 김민경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 ’10. 4. 19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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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원근무)

퇴 직

소속 직 급(위) 성명 파견처 비고

중부지원 검역2과 농업서기 박주용
농림수산식품부『식물방역법 개정 T/F』

파견 ’10. 9. 17까지

중부지원 검역1과 농업서기 이예련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안전상담센터』파견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일자 비고

국제검역협력과 기능9급(사무실무원) 차수정 ’10. 3. 3



건강에좋다고즐겨먹는음식도궁합을잘못맞추면

효과를보지못하거나오히려실이되기쉽다.

영양학적으로좋은음식궁합과그렇지않은음식을알아본다.

잉어와팥

임신부종이나 각기 부종에 좋은 식품으로 전해

오는것이잉어와팥을달여마시는것이다. 

잉어는 중국에서는 3천 년 전부터 애용되어 온

강장 보신 식품이었다.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나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잉어를 먹으면 젖이 많아지고

건강을쉽게회복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사포닌은 거품의 성분으로 비누가 없던 시절에는 팥가루를 물에 넣어 거품을 일게 하여 세제

로이용하기도하였다. 이것은 화학제품과는달리악해가없으므로약한피부나식품을씻는데

적격이었다. 잉어와 팥을 넣고 삶으면 이 사포닌이 우러나와 체내에서의 수분을 배출하는데

도움을주었던것이다.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수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의 효과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

된다. 각기병의 경우에는 잉어의 지방을 체내에 흡수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한 것이다. 팥에

들어있는간장대사를돕는콜린은간장의건강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물질이다. 

내몸을위한 음식궁합

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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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에 지방이 축적되면 간장의 세포가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간장에 지방이 축적되면 간장의

세포가 파괴되어 간경변증이 되기 쉽다. 그런데 식품으로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중성지방이 잘

형성되지 않고, 혈액에 잘 흘러가는 인지질인 레시틴이 만들어지기 쉬워 몸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임산부는간장에큰부담을안고있는데, 그런 때에소화흡수가잘되는양질의단백질식품

인 잉어와 간장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되는 팥을 곁들여 먹는 것을 음식의 궁합으로 매우 합당한

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딸기와우유

딸기 100g에는 단백질이 0.9g, 지방이 0.2g밖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딸기를 먹을 때 양유와

섞어 먹으면 딸기의 자극적인 신맛을 중화해서 먹기가 수월해진다. 이러한 효능 외에도 단백질과

지방등이보강되어영양균형을이룰수있어일석이조의이득이얻어지는것이다. 

인류가 응용하고 있는 식품 중 단일식품으로 가장 완전한 것이 우유를 숙성시킨 제품들이다. 식품

의 영양가치 기준은 그 식품이 어떠한 영양원을 얼마만큼 쉽게 소화흡수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유에는 여러 영양소가 다른 식품보다 골고루 들어 있어 완전식품

이라고표현되기도한다. 

양유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B, 칼슘의 양이 많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양유가

이렇게 훌륭한 식품이기는 하나 물마시듯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양유를

먹을 때는 침이나 소화효소가 잘 섞이게 먹는

것이 좋다. 양유를 잘 먹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은양을물마시듯하지말고한모금씩입에서

오랫동안 씹어 먹듯이 먹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유나 딸기를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딸기에 우유를 섞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훨씬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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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ks@npqs.go.kr), FAX 신청 :  031-420-7604

※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검역기획과(담당이경석)로문의

(☎ 031-420-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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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주 소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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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3. 『식물검역정보』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소중한의견에귀기울이는국립식물검역원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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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