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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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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역 정 보NPQS

고시개정

1. 망고 및 파파야의 적용범위

•망고 : 모든품종

•파파야 : Solo종

2. 생산지역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수출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3. 화물의 수송방법

•선박화물또는항공화물

4. 재배지검사

가. “2항”의수출재배단지로지정된과수원은

『별표 2』의 유입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필리핀식물검역당국은과실의생육

기간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나. 재배지검사 결과는 한국 식물방역관이

현지검역을 위하여 필리핀에 도착하는

즉시 한국 식물방역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한국식물방역관은재배지검사결과를

검토한결과필요한경우재배지에서다음

사항을확인할수있다.

(1) 재배지검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대상

포장의일치여부

(2) 한국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

병해충의발생상황

다.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 검사결과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발생

하였거나, 증열처리전 한국 식물방역관의

재배지 확인결과 동 병원균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또한 한국으로의 유입

우려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

되는포장에서생산된생과실은한국으로의

수출을제한한다.

「수입금지식물중필리핀산망고및파파야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59호(2010.6.16 개정)

※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http://www.npqs.go.kr/)의

‘자료공간→법령&고시’코너에서고시전문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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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열처리전 생과실의 선과

가. 당해생과실은증열처리를하기전에병해충

부착과, 피해과등이선별되어야한다.

나. “가”항의 이행과정을 한·필리핀 식물

방역관이입회, 확인할수있다.

6. 증열처리 시설 및 증열처리 방법

가. 증열처리시설

(1) “나”항의증열처리가가능한시설일것

(2) 증열처리실내의공간온·습도와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 있는

생과실의과육중심부온도를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

장치를갖추고있을것

나. 증열처리방법

당해 생과실은“가”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한·필리핀 식물방역관의

입회하에다음과같이증열처리되어야한다.

(1) 증열처리전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한다.

(2) 증열처리실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

감지기를설치하여야한다.

(3) 과실별처리온도및기간은다음과같다.

㉮망고

•마닐라수퍼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이용하여과육의중심부

온도를 46℃이상으로 올리고,

이온도에서10분간처리

•마닐리수퍼종을제외한모든품종 :

증열처리시설에서포화증기를이용

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7℃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20분간처리

㉯파파야: 증열처리시설에서포화증기를

이용하여과육의중심부온도를 46℃

이상으로올리고, 이온도에서70분간

증열처리

(4) 처리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

되는 시점부터 다시 증열처리를 실시

하여야한다.

(5) 증열처리세부지침은[별표1] 의절차에

따른다.

7. 증열처리된 생과실의 포장장소, 포장
방법 및 포장표시 등

가. 포장장소의요건

(1) 증열처리시설에 접속되어 있고,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모두 망(구멍의

크기가 1.6mm이하의 것에 한함)이

설치 되어 있는 등 과실파리류가 침입

할수없는시설이설치되어있을것.

(2) 증열처리된생과실의전용포장장소일것.

(3) 매년 사용개시 전 및 필요 시 내부가

살충제로소독이실시될것

나. 포장방법

당해생과실은상기"가"항의요건을갖추고

있는장소에서과실파리류가침입할우려가

없는재료로포장되어야하고,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요건에부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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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기구멍에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것에한함)이붙여져있는상자를

사용한다.

(2) 포장또는결속된포장전체를망(구멍의

크기가1.6mm이하의것)으로씌운다.

다. 포장상자표기

각포장상자에는수출식물검역이완료되었

다는 취지의 표시와 함께 포장의 1면 이상

에행선지가한국이라는표시가되어있어

야하며, 각포장은필리핀식물검역당국에

의해봉인되어야한다.

8. 보관장소

가. 증열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장소는

필리핀식물검역당국에의해지정된장소

이어야한다.

나. 창문 등 열린 부분에는 모두 철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이 붙여져 있는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되어있어야한다.

다. 보관장소에서의보관기간은소독일로부터

6일이내여야한다.

9.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의
적정여부 조사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는

한·필리핀식물방역관에의해매년 1회이상

요건에적합한지의여부가조사되어야한다.

10. 생과실의 수출검사 및 증명

가. 당해 생과실은 한·필리핀 식물방역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검사가

실시되어야한다.

(1) 검사장소: 당해생과실의포장장소

(2) 검사방법 : 각 증열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물량전체를모집단으로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사하되,

검역병해충, 특히살아있는 [별표 2]의

유입우려병해충이있는지를확인한다.

나. 상기“가”항의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필리핀 식물방역

관은다음과같이조치하여야한다.

(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경우에는당해화물을불합격

처리하고, 필리핀식물검역당국이원인

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때까지는망고및파파야생과

실의한국수출을중지한다.

(2) 금지병해충이외의검역병해충이발견

될 경우에는,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

거나제거한다음에선적한다.

(3) 수출검사시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화물이생산된과수원은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필리핀은 해당 병해

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의 식물검역원은 해당 병해

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수입요건을재검토할수있다.

다.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필리핀 식물검역

당국이발행한식물검사합격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이부기되어야한다.

(1) 소독처리사항및병해충이없다는사항

•망고 : 소독처리사항및Cytospha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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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없다는사항

•파파야 : 소독처리사항 및 세균성썩음

병이없다는사항

(2) 다음과같은한국식물방역관의확인사항

11. 증열처리된 생과실의 운반시 안전조치

증열처리된 생과실을 증열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된 수송매체(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의 크기 1.6mm

이하의망사가부착되어야함)에넣어운반함

으로써 과실파리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12. 수입검사

가. 당해생과실의화물이수입항에도착되면,

당해화물은다음사항이확인된다.

(1) 식물검사합격증명서(PC)의 부기사항,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여부 등 동 증

명서에기재된사항의적정여부

(2) 포장의봉인및파손여부

나. 상기“가”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

우에는 정밀검사용시료를 채취하여 실험

실검사를실시한다.

다. 상기 "가"항의확인결과, 이상이있는경우

에는, 당해화물의전부또는일부가폐기

또는반송된다.

라. 수입검사과정에서검역병해충이발견되는

경우에는당해화물은다음과같이조치된다.

(1) [별표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경우에는당해화물은불합격

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

해질 때까지는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

의수입및검사가중지된다.

(2) 관리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또는반송한다.

(3) 수입검사시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

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한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필리핀에 통보

하여야 한다. 한국의 식물검역원은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수있다.

마.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관련법령및규정이적용된다.

13. 현지검역 요청

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가 개시

되기 30일전에 한국 식물방역관의 현지

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한국 국립식물

검역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동 서신에는

다음정보를포함시켜야한다.

(1) 한국검역관의파견기간

(2) 수출예정수량

(3) 증열처리장소

증열처리일자

검사일자

검 사 자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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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과관련된모

든비용은필리핀측이부담해야한다.

14. 세부요령 등 제정

국립식물검역원장은이고시의이행과관련된

필요한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2010. 6.

16)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3년6월15일

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별표 1] 

증열처리세부지침(Guideline)

1. 증열처리(VHT) 세부절차

○증열처리실(chamber)의 온도는 47℃

[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 품종] 또는

그이상유지

○과실내부(과육) 온도는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 또는 그 이상 유지

하고, 처리기준온도도달후 10분[마닐라

수퍼 품종]/20분[기타품종]간 처리

(holding time)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으로 유지

(최소한종료전1시간이상)

○전체 증열처리 시간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되어야함

○증열처리 후 공기냉각 40분 이후 수냉

(hydro cooling) 처리

2. 증열처리 시설(선과장 포함) 점검 기준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사를

통해과실의재감염방지요건의충족여부

를점검하고처리의효과에영향을미칠수

있는다른부분에대하여도점검

3. 온도센서 시험 기준(Sensor Calibration)

○사용 전에 붙박이 센서(permanent

sensor) 및 이동식 센서(portable sensor)

모두영점조정

○매월또는필요시확인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

표준 온도계를 이용하여 정확도 점검

(Accuracy check)

○모든온도센서는보정치(±0.3℃) 이내여야함

○최대측정 온도는 46.3℃[마닐라수퍼

품종]/47.3℃[기타품종], 최소측정 온도는

45.7℃[마닐라수퍼품종]/46.7℃[기타품종]

○온도측정 결과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인쇄되어야함

4. 증열처리 챔버 테스트(Chamber Test)

○매시즌시작과동시에테스트되어야하고,

필요시에추가테스트

○빈상자를처리실에가득채워서테스트

○붙박이센서를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파렛트의상자중앙에장치

○처리실을 가온하여 47℃[마닐라수퍼 품종]

/48℃[기타품종]로 올리고, 모든 센서가

47℃[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품종]

이상올라가1시간동안안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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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센서의온도기록값을확인하여허용치

±0.3℃범위내에오는지확인(최고온도-

최저온도/2 = ±0.3℃)

○모든 센서가 47℃[마닐라수퍼 품종]/48℃

[기타품종]이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되어서는안됨

○5분간격으로측정값이프린트될수있어야함

5.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매수출시즌시작과동시에테스트하고필

요시에테스트함

○처리실내에과실을최대한적재

○감지용과실은가장크고가장무거운것을

골라, 각파렛트마다넣음

○감지용과실은녹색이고, 단단한것으로하

고, 같은무게범위를가질것

○각 파렛트에서 상(top), 중(middle), 하

(bottom)에 위치한 상자에 이동식 센서를

장치

○실제과실수출시처리하는것과같은방법

으로증열처리

* 테스트후해당처리물량을수출할수있음

○각 지점에서 46℃[마닐라수퍼 품종]/47℃

[기타품종]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낮은지점(cold spot)으로설정

* 처리실의 디자인에 따라 상부 또는 바닥

부위

○테스트결과에따라, 붙박이온도감지기의

설치위치를결정

6. 온도센서 삽입(Sensor insertion) 방법

○망고의 끝 쪽에서부터 씨와 나란하게(2mm

정도떨어뜨려, 씨에닿지않도록) 삽입

7. 증열처리 후 과실 재감염 방지 요건

○처리실과관련된모든출입문은이중문설

치및전실(anti room) 마련

○창문및기타개구부에대하여칸막이(well

screened) 설치

○출입구에 플라스틱 커튼, 공기분사기(air

blower) 또는 전기살충기(electric

insecutor) 설치

○시설주위에썩거나불합격된과실이담긴

상자가 없어야 하고, 추가적인 과실파리의

확산을막기위해모두분쇄폐기하여야함

○방충용박스에는1.6mm 망설치

○인근의 작업 공간을 포함하여 검역지역에

대한정기적인소독처리(disinfection)

○포장되지않은과실이선과장및저장장소에

남겨지는경우자물쇠장치및봉인처리

○포장실은 소독 처리된 상품만 포장할 수

있어야함

○소독처리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트럭에적재되어운반되어야함

8.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Criteria for
treatment rejection)

○상대습도가낮은경우

○과육온도가 46℃[마닐라수퍼 품종]/47℃

[기타품종] 이하인경우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한 경우,

감지용과일의크기가작은것을사용한경우

○처리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

○감지용과실에온도센서가삽입되지않은경우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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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한국의우려병해충목록

1. 망고 생과실

○Aleurocanthus woglumi(Citrus blackfly)

○Aleurodicus dispersus(Spiralling whitefly)

○Aonidiella inorata(Inornate scale)

○A. orientalis(Orental scale)

○Aulacaspis tubercularis(Cinnamonum scale)

○Bactrocera cucurbitae(Melon fly)(금지해충)

○B. dorsalis species complex(금지해충)

○Capnodium ramosum(Sooty mold)

○C. mangiferum(Sooty mold)

○Chlumetia transversa(Mango twig borer)

○Ceroplastes sinensis(Chinese wax scale)

○Coccus viridis(Green coffee scale)

○Clavaspis herculeana

○Cytosphaera mangiferae

○Dothiorella dominicana

○Dothiorella mangiferae

○Drosicha tonsendi(Giant coccid)

○Elsinoe mangifera

○Ferrisia virgata

○Genaparlatoria pseudaspidiotus(Vanda

orchid scale)

○Guignardia mangiferae

○Hypoxylon serpens var.effusum

○Iceryra seychellarum(Seychelles fluted scale)

○ Idiosopus clypealis(Mang leafhopper)

○ I. nivebsparsus

○Milviscutatus mangiferae(Mango

shield scale)

○Morganella longispina(Plumose scale)

○Mucor circinelloides

○Nattrassia mangiferae

○Nephopterix sp.

○Noorda albizonalis(Red banded mango

caterpillar)

○Orthaga melanoperalis

○Paracoccus sp.

○Phenacoccus mangifera

○Phomopsis mangiferae

○Planococcus lilacinus(Cottony cushion

mealybug)

○Polychaeton sp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Pulvinaria polygonata(Pulvinaria scale)

○P. psidii(Green shield scale)

○Rastrococcus spinosus

○Rhizopus arrhizus

○Selenothrips rubrocinctus(Red-

banded thrips)

○Sternochetus mangiferae(Mango seed

weevil)

○Sternochetus frigidus(Mango pulp

weevil)

○Vinsonia stellitera(Stellate scal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발견되는경우분류동정및

위험분석을거쳐처분여부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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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파야 생과실

○Erwinia carica (Bacterial soft rot)

○Bactrocera cucurbitae(Melon fly) (금지해충)

○B. dorsalis species complex (금지해충)

○Aleurodicus dispersus (Spiralling

whitefly)

○Breviplapus phoenicis (Red crevice mite)

○Dysdercus cingulatus (Red cotton bug)

○Dysmicoccus neobrevipes (Banana

mealybug)

○Eotetranychus orientalis(Oriental red mite)

○Ferrisia vigata (Striped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 (Cottony cushion

mealybug)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발견되는경우분류동정및

위험분석을거쳐처분여부를결정한다.

「한국산감귤생과실의필리핀수출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6호(2010.6.24 제정)

제1조 적용범위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감귤생과실

제2조 수입허가서

①한국으로부터감귤생과실을수입하고자하는

필리핀의수입자는필리핀식물검역소에서

사전에수입허가서를발급받아야한다.

②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사 신청서

접수시수입허가서를확인하여야한다.

제3조 수출자ㆍ생산자ㆍ선과장의 등록

①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 생산자 및 선과장은 관할

식물검역원에등록하여야한다.

②한국의식물검역원은등록된수출자, 생산자

및선과장목록을수출개시이전에필리핀

측에통보하여야한다.

1. 수출자등록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사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자고유번호를부여받아야한다.

2. 생산자등록

가. 필리핀수출용감귤을생산하고자하는자는

매년관할식물검역원에등록하여야한다.

나. 재배지 관할 식물검역원장은 등록된

생산자를 [별지 1호] 서식에기록하고코드

번호를부여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선과장등록

가. 선과장은 병해충 감염과 및 부패과를

선별할수있도록선과시설및조명시설

등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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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과장은 외부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고무커튼 등 방충

시설이구비되어야한다.

다. 선과장은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으로소독되고관리되어야한다.

라.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관할식물검역원에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할식물검역원은현장조사결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 서식의 선과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별지 4호]의 선과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제4조 수출검사

1. 선과및포장

가.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한국 및 필리핀

검역관의관리감독하에 등록된선과장

에서만선과되어야한다. 

나. 수출용감귤생과실은깨끗한비닐백에

포장되어종이상자로외포장하여야한다.

2. 현지검역

가. 전체 수출 기간 동안 필리핀 및 한국의

식물검역관은공동으로제주도현지에서

사전수출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나. 필리핀및한국의식물검역관은각화물당

600개의생과실을 발췌하여병해충부착

여부를검사하여야한다.

다. 수출용 감귤 현지검역을 위한 필리핀

검역관의 초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에서부담하여야한다.

라. 필리핀으로감귤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

필리핀검역관의초청을위하여수출개시

예정일30일이전에생산지, 선과장, 수출

예정량및수출예정기간등필요한정보를

관할식물검역원에제출하여야한다.

3. 봉인및라벨링

가.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각 상자는

봉인되어야 하며, 아래의 표기사항을

포장상자2면에표지하여야한다.

(1) 필리핀수출용(FOR THE PHILIPPINES)

(2) 등록선과장명또는코드번호

(3) 생산자명또는코드번호

나. 봉인된감귤은병해충이없는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한다.

4. 컨테이너의봉인및운송

가. 포장된감귤생과실은즉시깨끗한냉장

용기(컨테이너 등)에 선적되어 최대한

빨리운송되어야한다.

나. 냉장 용기는 5℃에 설정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한다.

다. 냉장용기는한국및필리핀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봉인되어야한다.

5. 식물위생증명

수출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원은 아래의 부기사항이

기재된식물위생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이 화물은 수입허가서 번호--번에

해당됨(This consignment is covered by

Plant Quarantine Clearance No.--)

(2) 컨테이너번호및봉인번호

(3) 생산자및선과장명또는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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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착지 검사

1. 도착지검사

가. 수입허가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및농약잔류분석증명서

제출여부를확인한다.

나.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화물 당 10%에

대하여샘플링검사를실시한다.

2. 도착지검사결과에따른조치

도착지 검사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규제병해충에감염된경우

(2) 비위생적인조건하에서포장된경우

(3) 화물이오염되었거나, 기재사항이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신고 되거나 또는

수입허가서상의요건을위반하였을경우

(4) 필요한증명서가제출되지않은경우

(5) 허위서류가제출된경우

제6조 수입 중단

①수입요건에부적합사항이있는경우, 규제

병해충이 도착지에서 검출된 경우, 생산지

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

산업국은 감귤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있다.

②이러한 경우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식물산업국과 한국의

식물검역원 간에 수입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합의하는경우수출프로그램은재개된다.

제7조 통보

도착지 검사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소은 한국의 식물검역원에

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8조 한국산 감귤과 관련된 필리핀의 검역
병해충

①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Linnaeus)

②가 루 깍 지 벌 레 , Lopholeucaspis

japonica(Cockerell)

③가 루 깍 지 벌 레 , Pseudococcus

comstocki(Kuwana)

④산호세깍지벌레, Quadrapidiotus

perniciosus(Comstock)

⑤귤녹응애, Aculops pelekassi(Keifer)

⑥검은썩음병, Alternaria citri (Ellis & N. Pierce)

⑦탄저병, Collectotrichum acutatum

(J. H. Simmonds)

⑧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italicum

(Wehmer)

⑨갈색썩음병, Phytophthora boehmeriae

(Sawada)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

(’10.6.24)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3년 6월 23일

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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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농가명
(국영문)

재배지주소(국영문)
(전화번호)

재배면적
(㎡)

비고

필리핀수출용감귤생산자등록대장 필리핀수출용감귤선과장등록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사무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필리핀수출용감귤선과장승인서 필리핀수출용감귤선과장등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선과시기 선과실시 선과미실시

시 설

검사조명
장치유무

출입구
방충시설유무

창문, 환기구등
방충시설유무

기타

선과장소재지
(국문)

(영문)

소유자

주 소 (전화 :            )

성 명
(국문) 주민등록

번호(영문)

선과전문가 성 명
(국문)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한국산감귤생과실필리핀수출검역요령에따라 (    )년산

감귤생과실의필리핀수출선과장승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도면및위치도 1부

선과장등록번호 :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선과과실명

선과시기 선과실시 선과미실시

선과장소재지
(국문)

(영문)

소유자

주 소

성 명
(국문)

주민등록번호
(영문)

관리책임자 성 명
(국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용량 비 고

한국산감귤생과실필리핀수출검역요령에따라 (    )년산

감귤생과실의필리핀수출선과장으로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 인⃞

선과장
코드번호

등록
일자

선과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관리
책임자

총면적
(㎡)

비고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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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의 필리핀

수출길이열렸다.농림수산식품부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박종서)에 따르면 ’02년부터 추진하였던

한국산감귤의필리핀수출협상이5. 20일최종

타결되었다고밝혔다.

향후, 생산자 및 선과장 등록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금년11월경제주산감귤을필리핀

으로처녀수출할수있을전망이다. 

감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감귤을 생산

하는 생산자와 감귤을 선별하는 선과장을 식물

검역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리핀 및 한국

식물검역관의공동수출검사를받아야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지난 3월에「한-미식물검

역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산 감귤의 미국 전역

수출협상을 타결한바 있으며, 필리핀으로는

지난해5월신선버섯류수출검역협상을타결한

바있다.

참고로, 한국은그동안필리핀과협상을통하여

사과, 배, 단감, 양파 및 신선버섯류 수출을

타결지은바있다.

* 필리핀의감귤류수입규모: 57천톤

(1,300만불)/‘09년

현재, 식물검역원은 중국, 인도 등 16개국과

포도, 파프리카 등 45개품목에대한수출협상

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신규 시장개척및시장다변화를위하여지속

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검역소식

제주산감귤필리핀수출길열려

- 한·필리핀식물검역당국간수출협상타결-

제주산감귤미국수입허용규정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국립식물검역원(원장박종서)은

한국산 감귤의 수입허용조건이 2010. 6. 8일자

미연방관보에입안예고되었다고밝혔다.

이는 지난 3월「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에서 한국산 감귤의 미국 전 지역 수출협상을

타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8. 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후 연내 최종 고시하여

시행될예정이다

상기 입안예고 내용대로 최종 고시될 경우

“소독 및 수출검사”등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LA를포함한미국전지역으로수출이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5.25-5.26

(2일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수출입식물 소독

관련연구기관, 대학, 협회및산업계등이참여

하는 식물검역 소독연구 학술발표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감축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

드를 대체할 소독기법 및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를위해연구중인친환경적인소독기법이발표

되었다.

친환경훈증제인인화수소혼합제뿐만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방사선, 전자빔, CATTS(저산소

가온처리법) 같은물리적방법을이용한친환경

소독기법도논의되었다.

* 수출입식물을 통한 각국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검역과정중해충발견시

소독약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는 1932년부터전세계적

으로 사용되는 잔류가 거의 없는 기체상태

의 약제였으나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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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감귤은 199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

아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로 수출이

허용되었으나, 감귤궤양병이 검출되어

2002년 미국 본토 수출이 전면 중단된

바있음

<참고>

한국산감귤미국본토수입허용규정

입안예고내용

7CFR319.28. Notice of Quarantine

한국산 온주밀감

대한민국의제주도에서생산되어다음의조건을

모두충족한상태로허가를받아 (4)항에제시된

지역을 제외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온주밀감

(Citrus reticulata Blanco var. unshu,

Swingle ; 사쓰마만다린이라고도 함)은 수입

금지가적용되지않는다.

(1) 포장전7CFR305 1)의규정에따라과실의

표면을살균하여야한다.

(2) 과실 표면살균과 포장작업이 실시되는

선과장은 대한민국의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한다.

(3)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에서“7CFR305의

규정에 따라 표면살균 되었으며 검사결과

더뎅이병(Elsinoe australis)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첨부되어야한다.

(4)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로는 수입할 수

없다.

※의견수렴기간: 2010. 8. 9일까지

1) 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2분),

1.86%~2.0% SOPP 용액(1분), 85ppm

peroxy acid(1분) 중선택

농생명산업성장지원을위한친환경소독기술개발활발

- ’10 식물검역소독연구학술발표회개최-



검역소식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15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감축 및

대체되고 있으며, 최근 EU에서는 검역용

메틸브로마이드사용을금지하였음.

국립식물검역원은이러한학술발표회를통하여

산·학·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으로 정책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소독

기법을개발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10년 6월 10일 - 11일 양인간, 충남 공주시

사곡면화월리엔젤농장에서연구회회원및직

원 등 49명의 참석아래‘2010 식물검역연구회

병리분야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학

술발표회에서는식물병원성진균의분자생물학

적검출기법등초청강연(3과제)와 병해충관리

체계개선방향등자체과제(9과제)에 대해발표

가이루어졌다. 

2010 식물검역연구회병리분야학술발표회개최

북미지역수출지원을위한아시아매미나방식물검역실시

북미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아시아매미나방

식물검역실시

국립식물검역원(원장박종서)은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하여

아시아매미나방(AGM : Asian Gypsy Moth)에

대한식물검역을실시한다고밝혔다.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식물검역은 NAPPO

(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 북미식물보호기구)가 2009년

8월,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선박·화물 이동 규제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미국과캐나다가 2010년 5월, 우리나라를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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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을경유하는선박에대해2010년6월1일부

터(캐나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매미

나방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검역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따른것이다.

* NAPPO(회원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는 국가에 대하여

규제를하는것은아시아매미나방이우리나라

등 아시아 일부에 분포하고 있으나, 북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중요한 검역해충

으로서북미지역농림자원에심각한피해를

가져다줄수있는것으로평가하였기때문

이다.

검역증명서발급을받아야하는대상은아시아

매미나방 성충의 산란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의 경우는 7월부터 9월까지) 북미지역

으로출항하는모든선박이며, 이 기간중북미

지역으로 출항한 선박이 검역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검사로인해통관수속이지체될수있다.

또한, 검사결과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외항으로 이동시켜 아시아

매미나방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2년 3월부터는검역증명서가제출되지않는

경우입항이거부되는등불이익을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지난2월, 미국, 캐나다측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2년 3월 이전까지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방제와 함께

선박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발급된선박

모니터링증명서로검역증명서를대신할수있다.

이에따라국립식물검역원은금년도에아시아

매미나방에대한예찰·방제와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 3월 이전까지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증명시스템을

구축할계획이다.

금년도에는인천항등북미지역으로출항하는

선박이많은 11개항만과그주변지역에대하여

예찰트랩조사와아시아매미나방알덩어리제거

및 약제 살포를 수행하는 한편,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

유충등이부착되었는지에대해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된다.

* 11개항만은동해항, 옥계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이며, 아시아매미나방성충의

활동(산란)이왕성한6∼9월에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 800여척이 선박모니터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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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아시아매미나방알덩어리, 유충및성충의형태

성 충

유 충

불빛에유인되어산란한모습

알덩어리제거모습

알덩어리

불빛에유인되는모습

정박중인선박에산란한모습

선박의감염여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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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원장박종서)은지자체공무원

들의식물방역관자격취득을위한제4회지자체

식물방역관 자격 전형시험을 ’10. 6. 18일 실시

하였다.

금년자격전형시험에는지자체에서농업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고,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실시한소정의교육을이수한17명이응시하였다.

이번 전형시험에 합격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자체 식물방역관의 자격을 부여받고, 앞으로

관할구역의수출농산물검역에앞장설예정이다.

농산물수출의지속적인증가와아울러품목이

다양화되고수출검역요건이점차추가됨에따라,

수출상대국이 규제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 및

지도가 요구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어왔다.

이렇게 급변하는 수출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07년도에 지자체

식물방역관제도를도입하였으며, 첫해에 16명,

’08년도에 17명, ’09년도에 22명, 총 55명의

지자체 식물방역관을 배출하였는데, 이번에

선발되는 지자체 식물방역관과 함께 수출검역

최일선에서의역할이기대된다. 

□ IPPC, 2010년도 신규 국제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IPPC, 2010년도 신규 국제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20일부터 9월 30일

(100일간)까지이다.

신규국제기준내용은아래와같다.

- 과실파리 병해충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접근 (Systems  approaches for pest

risk management of fruit flies) - 제정

☞과실파리위험을관리하기위한위험분

석, 시스템적접근법작성, 기주, 수확후

관리및수송등의종합적인접근법

- 국제적으로 무역되는 재식용식물을 위한

종합조치 (Integrated measures

approach for managing pest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of

plants for planting) - 제정

☞재식용식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재배장소, 병해충 관리, 포장 및

수송, 감사, 수출국NPPO의책임등을

명시

- ISPM 15의 새로운소독방법제출을위한

지침(Submission of new treatments

for inclusion in ISPM No.15)

농산물수출검역지원지방자치단체식물방역관선발

수출입식물검역관련국제협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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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의 새로운 소독방법을 국제

기준으로 제출하기 위한 지침 (ISPM

15 부록)

- 지중해과실파리 방사선처리(Irradiation

treatment for Ceratitis Capitata) -

ISPM 28 부속서

☞지중해과실파리에대한방사선처리방법

- 자두곰보병 진단법(Diagnostic protocol

for Plum pox virus) - ISPM 27 부속서

☞자두곰보병의진단방법

국립식물검역원은 2010년 9월 6-11일, 「국제

기준마련을위한아시아지역워크숍」을개최하

여신규기준에대해아시아지역회원국들과논

의할예정이다. 의견이있을경우7월 30일까지

국 립 식 물 검 역 원 국 제 검 역 협 력 과

(koyim@korea.kr)로서면으로제출하면된다.

※관련사이트참고

- https://www.ippc.int/index.php?id=207803&tx_calls_pi1

[showUid]=1106074&frompage=207803&type=calls&L=

0#item

’10년5월 11일(화), 10:00-11:00에본원원장실

에서주한뉴질랜드대사등3명과우리원에서는

원장님 등 4명의 참석아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날면담에서는우리농산물(포도, 감귤, 버섯)

대한 수출협조 요청과 뉴질랜드 감자 수입허용

협조요청등이이루어졌다.

'10년 5월 14일(금), 13:30-15:00에 본원

소회의실에서 베트남의 디엡 킨 탄 농업농촌

개발부 차관 등 9명과 본원에서는 원장님 등

7명의 참석아래 관계관 면담이 있었다. 이 날

면담에서는“한-베 식물검역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개정에 대한 논의와 베트남산 드래곤

프룻 수입위험평가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뉴질랜드대사면담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차관등관계관면담



최근, 미국령Virgin Islands에서우리나라의금지병원체인감귤그린병이추가발생되어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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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미국산감귤그린병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지역추가

최근, 중미지역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따라동병원체의기주식물에대한수입금지지역을아래와같이추가하였음을알려

드립니다.

중미지역감귤그린병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지역추가

자연환경학습지도자교육실시

’10년 6월 24일(목), 14:00 ~ 15:30에 강원도자연환경연구소

대회의실(홍천)에서자연환경연구공원지연환경학습지도자34명과

직원4명의참석아래자연환경학습지도자교육이실시되었다. 

금번 교육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소 내 설치된

식물검역홍보관설명요령등을전달하기위해실시되었다.

수입금지 지역 수입금지 대상식물 수입금지 적용시점

미국<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Virgin Islands(추가)>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10.6.2일 선적분 부터
적용(추가지역)

수입금지 지역 수입금지 대상식물 수입금지 적용시점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Campeche주, Colima주, Quintana
Roo주, Sinaloa주(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10.7.19일 선적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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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수입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선및

매뉴얼개발

과제결과요약

1. 과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수입종자의 RNA 분리방법을 개선하여

PCR 검사법의효율성및정확성을향상

시키고자함

나. 단계별목표

(1) 종자별전처리방법개선

(2) 종자실증실험

(3) 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발

(4) 종자RNA 분리매뉴얼개선및문제

종자에대한RNA 분리매뉴얼작성

(5) 종자핵산분리여부확인방법개발

2. 최종 과제결과

가. 수입종자14종203회실증실험수행

나. Spincolumn 방식 및 Magnetic bead

방식의RNA 분리방법선정완료

다. 종자에서 분리된 RNA의 정성·정량을

위해 설계된 내재유전자 특이 프라이머

17종을38종수입종자에적용하여38종

선발완료

라. RNA 분리방법 및 PCR 검사법 매뉴얼

작성완료

3.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종자 RNA 분리 매뉴얼을 일선 검역관

들이검사에적용하기쉽도록현장에배포

Ⅰ. 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종자전염바이러스의낮은전염율

(1) 수입종자에잠복된종자전염바이러스

는검역대상병원체중가장낮은전염

율과감염의정도를나타내므로 PCR

검사에사용하기충분한RNA양을분

리하기어려움

중부지원

이 재 봉
jblee77@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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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자용RNA 분리방법부재

(1) 기존의RNA 분리방법은종자의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식물조직(잎)의

RNA를 분리하는 방법이므로 저장물

질이다량함유된종자에적용할경우

RNA 품질 및 분리효율의 편차가

심하게나타남

(2) 식물검역원의 주요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종자이므로 이에 적합한

RNA분리법이필요함

다. 수입종자의다양성

(1) 수입종자의종류는 1999년이후 41%

증가로 매우 다양하여 동일한 RNA

분리법을적용하기어려우므로종자의

특성에맞는RNA 분리법이필요함

라. 종자RNA 분리여부를확인하기어려움

(1) 종자의 특성상 RNA 분리여부 확인

및 정량이 어려우므로 PCR 검사시

RNA 분리여부에 따른 실험오류가

발생할가능성이높음

2. 목표

가. 수입종자의 RNA 분리방법을 개선하여

PCR 검사법의효율성및정확성을향상

시키고자함

(1) 종자별전처리방법개선

(2) 종자실증실험

(3) 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발

(4) 종자 RNA 분리매뉴얼개선및문제

종자에대한RNA 분리매뉴얼작성

(5) 종자핵산분리여부확인방법개발

Ⅱ.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바이러스 감염종자 : 참외종자

(CGMMV, MNSV)

나. 검사대상종자: 가지외38종

다. RNA 분리법 : Spincolumn 방식,

Magnetic Bead 방식

라. 내재유전자특이프라이머17종

2. 방법

가. 종자별전처리방법개선

(1) 중·소립종자 300립을 한번에 마쇄

하여처리할수있도록용기를제작

나. 종자실증실험

(1) 종자 실증실험을 통하여 선정된 RNA

분리법에대한효율성검증

다. 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발

(1) Spincolumn 방식의HBL법과PL법을

검사대상 종자 38종에 대하여RNA

분리효율성비교·분석

(2) 종자전염바이러스 검사대상 종자

38종에바이러스감염종자를첨가하여

Spincolumn 방식과 Magnetic bead

방식의RT-PCR 검출한계를비교·분석

라. 종자 RNA 분리 매뉴얼 개선 및 문제

종자에대한RNA 분리매뉴얼작성

(1) 선정된 최적의 RNA 분리법에 대한

매뉴얼작성

(2) 최상의 반응결과를 위한 RT-PCR

수행방법을매뉴얼로작성

마. 종자핵산분리여부확인방법개발

(1) 검사대상 수입종자 38종에 대한 실증

실험을통한프라이머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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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가. 종자별전처리방법개선

(1) 중·소립종자 300립을 한번에 마쇄

할수있는용기개발

① Plastic vial adspter

② Vial

③ Locking volt

④ Wrench

⑤ Ball

⑥ O-ring

중·소립종자파쇄용기

나. 종자실증실험

(1) 중부지원수입종자14종203회실증실험

표 1. 수입종자에대한실증실험

종자명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바이러스

호박 16 1 Squash mosaic virus

당근 3 2 Carrot red leaf virus

메론 16 4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무 47 9 Radish yellow edge virus

박 10 4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복숭아 48 21 Prune dwarf virus, Cherry leaf roll virus

살구 2 1 Cherry leaf roll virus

상추 7 - -

수박 6 - -

오이 16 - -

참외 4 - -

콩 1 - -

토마토 6 - -

고추 21 - -

14종 203 42 6종

다. 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발

(1) 검사대상 종자 38종에 대한 Spincolumn 방식의 HBL법과 PL법의 RNA분리 비교실험 :

PL법28종, HBL법7종선정, 적용불가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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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검사대상종자에대한 HBL법과 PL법의 RNA 순도 및추출량비교분석

종자명
순도(260/280nm) 추출량(ng/ul)

선정
HBL PL HBL PL

상추 2.15 2.18 367.7 1070.9 PL

무 1.95 2.15 1601.2 695.9 HBL

고추 2.13 1.92 1035.9 444.1 HBL

토마토 2.10 2.09 373.9 1381.0 PL

가지 2.17 2.08 1324.1 322.4 HBL

감자 2.17 2.17 24.1 1368.2 PL

페튜니아 2.22 2.58 125.2 6.0 -

사과 1.83 2.07 250.7 1776.9 PL

복숭아 1.51 2.14 17.6 355.7 PL

살구 1.80 2.08 293.2 370.6 PL

자두 1.64 2.10 16.2 427.4 PL

당근 2.16 2.16 687.6 931.8 PL

샐러리 2.13 2.07 708.8 1558.8 PL

파슬리 2.04 2.05 297.3 256.5 PL

포도 1.14 1.92 2.0 129.0 -

시금치 2.43 2.17 14.9 1214.8 PL

보리 2.41 2.11 22.8 60.1 -

기장 2.21 2.14 39.6 1308.8 PL

귀리 2.15 2.04 94.5 227.9 PL

벼 2.14 2.10 26.4 2446.2 PL

밀 3.36 2.06 7.8 2243.8 PL

수수 7.03 1.97 15.7 1005.4 PL

옥수수 1.91 2.10 9.2 2173.6 PL

아스파라거스 1.85 2.16 4.5 1168.6 PL

강낭콩 1.66 2.15 4.93 1784.7 PL

콩 2.11 2.15 444.2 1619.4 PL

팥 1.37 2.13 0.7 449.3 PL

녹두 3.87 2.14 1.5 1923.4 PL

동부 2.02 2.12 25.4 2652.1 PL

땅콩 2.02 2.11 1410.9 2513.3 PL

완두 1.81 2.15 3.8 1351.8 PL

천일홍 2.13 2.12 530.8 387.5 HBL

참외 2.18 1.85 966.4 137.9 HBL

오이 2.17 1.84 702.4 97.1 HBL

박 2.15 2.03 457.1 942.1 PL

메론 2.17 1.89 836.4 77.2 HBL

수박 2.16 2.07 321.2 1031.0 PL

호박 2.19 2.14 828.0 1789.8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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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적용대상종자별 HBL법과 PL법 선정결과

RNA분리법 적용대상 종자 비고

HBL법 무, 고추, 가지, 천일홍, 참외, 오이, 메론 7종

PL법

상추, 토마토, 감자,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당근, 샐러리, 팥, 박, 수박, 파슬리,

시금치, 보리, 기장, 귀리, 벼, 밀, 수수, 옥수수, 콩, 아스파라거스, 강낭콩, 녹두, 동부,

땅콩, 완두, 호박

28종

적용불가 페튜니아, 포도, 보리 3종

(2) Magnetic beads방식과Spincolumn방식의비교선정

- 검사대상종자38종에대한RNA 분리방법선정(표4,5 참조)

- Magnetic bead 방식10과23종, Spincolumn 방식7과15종선정

표 4. RNA분리방법별검사대상 38종 종자선정

RNA추출법
대상 종자

과명 일반명

Magnetic bead

십자화과 무

가지과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페튜니아

장미과 사과, 자두

미나리과 당근, 샐러리

포도과 포도

화본과 보리, 옥수수

백합과 아스파라거스

콩과 동부, 땅콩, 완두, 콩

비름과 천일홍

박과 호박, 참외, 오이, 메론

Spin column
(PL)

국화과 상추

장미과 복숭아, 살구

명아주과 시금치

미나리과 파슬리

화본과 기장, 귀리, 벼, 밀, 수수

콩과 강낭콩, 팥, 녹두

박과 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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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GMMV 1%감염종자를이용한농도별 RT-PCR 검출한계비교실험

종자명
순도(260/280nm) 추출량(ng/ul)

선정
column bead column bead column bead column bead

국화과

상추 2.14 2.09 1933.7 1639.9 4000-0.05 4000-0.05 4000-5 2000-5 column

십자화과

무 1.57 1.64 184.2 80.4 1000-0.05 1000-0.05 50-0.5 500-0.5 bead

가지과

고추 2.15 1.89 1269.6 201.0 4000-0.05 2000-0.05 4000-0.05 2000-0.05 bead

토마토 2.10 1.93 602.7 383.1 4000-0.05 4000-0.05 2000-0.5 4000-0.5 bead

가지 2.01 1.87 110.3 139.4 1000-0.05 1000-0.05 500-0.05 1000-0.05 bead

감자 2.10 1.96 114.3 282.8 1000-0.05 2000-0.05 500-0.05 2000-0.05 bead

페튜니아 2.19 1.74 159.7 204.5 1000-0.05 2000-0.05 500-5 2000-0.5 bead

장미과

사과 2.02 1.87 459.0 324.8 4000-0.05 2000-0.05 50-0.05 50-0.05 bead

복숭아 2.16 1.85 190.6 349.4 2000-0.05 2000-0.05 500-0.05 500-0.05 column

살구 2.08 1.60 97.2 14.0 1000-0.05 50-0.05 500-0.05 50-0.5 column

자두 2.09 1.95 114.9 1007.5 1000-0.05 4000-0.05 500-5 500-0.05 bead

미나리과

당근 2.03 1.93 449.1 255.6 4000-0.05 2250-0.05 50-0.5 2250-0.05 bead

샐러리 2.14 1.91 657.3 390.1 4000-0.05 4000-0.05 1000-0.05 4000-0.05 bead

파슬리 2.11 1.55 233.6 53.5 2000-0.05 500-0.05 1000-0.05 500-0.05 column

포도과

포도 2.78 1.50 58.1 37.0 500-0.05 50-0.05 50-0.05 50-0.05 bead

명아주과

시금치 2.00 1.94 3165.3 645.6 4000-0.05 4000-0.05 4000-0.5 2000-0.05 column

화본과

보리 2.11 1.74 196.8 110.6 2000-0.05 1000-0.05 500-50 1000-0.5 bead

기장 2.01 - 954.1 - 4000-0.05 - 2000-0.5 - column

귀리 2.03 - 223.8 - 2000-0.05 - 1000-0.5 - column

벼 2.12 1.78 1240.3 56.5 4000-0.05 500-0.05 4000-0.05 500-0.05 column

밀 2.07 - 262.6 - 2000-0.05 - 1000-0.5 -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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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명
순도(260/280nm) 추출량(ng/ul)

선정
column bead column bead column bead column bead

수수 1.97 - 310.7 - 2000-0.05 - 50-0.05 - column

옥수수 1.82 1.90 287.2 115.8 2000-0.05 1000-0.05 1000-0.5 1000-0.05 bead

백합과

아스파라거스 2.10 1.99 166.1 847.4 1000-0.05 4000-0.05 1000-50 4000-0.05 bead

콩과

강낭콩 2.17 1.98 223.0 80.4 2000-0.05 500-0.05 1000-0.5 - column

콩 2.17 2.01 1094.3 1400.3 4000-0.05 4000-0.05 4000-5 4000-0.5 bead

팥 2.10 1.87 419.4 103.7 4000-0.05 1000-0.05 2000-0.5 - column

녹두 1.65 - 4058.3 - 4000-0.05 - 1000-0.5 - column

동부 2.13 2.00 2040.1 1270.4 4000-0.05 4000-0.05 4000-0.5 4000-0.05 bead

땅콩 2.03 2.05 2722.5 840.0 4000-0.05 4000-0.05 2000-0.05 2000-0.05 bead

완두 2.07 2.10 2520.5 1148.7 4000-0.05 4000-0.05 4000-0.5 4000-0.05 bead

비름과

천일홍 2.09 1.95 412.7 683.3 4000-0.05 4000-0.05 1000-0.05 4000-0.5 bead

박과

참외 2.19 2.08 910.7 548.4 4000-0.05 4000-0.05 4000-0.5 - column

오이 2.19 2.03 1237.0 454.1 4000-0.05 4000-0.05 4000-0.5 - column

박 2.01 1.95 676.5 90.8 4000-0.05 1000-0.05 4000-0.5 500-0.05 column

메론 2.17 2.12 822.7 530.6 4000-0.05 4000-0.05 4000-0.05 - column

수박 2.06 1.67 1272.8 200.9 4000-0.05 2000-0.05 4000-0.5 500-0.5 column

호박 1.94 1.78 997.8 470.0 4000-0.05 4000-0.05 1000-5 4000-0.05 bead

(3) Magnetic bead방식과Spincolumn방식비교

장점 단점

Magnetic
bead

○ 시료파쇄 1시간 소요포함 전 과정 2시간 50분
으로 1일 2회 추출가능

○ 시료파쇄 등 전단계만 인력필요 그 외 자동화

○ 적용종자 폭이 넓음

○ 추출된 RNA의 순도가 좋음

○ 일부 문제종자는 폴리사카라이드로 인한 끈적
임으로 분리가 어려움

Spin-
column

○ 끈적임이 많은 화본과 작물에서 RNA분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추출된 RNA의 농도가 높음

○ 시료파쇄 1시간 소요포함 전 과정 장시간 소요로

하루 1회만 추출가능

○ 전 과정 인력필요

○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RNA분리 효율이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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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자RNA 분리매뉴얼개선및문제종자에대한RNA 분리매뉴얼작성

(1) 일반적인종자에대한RNA 분리및RT-PCR 매뉴얼작성완료

(2) 종자전염바이러스검사대상종자에대한RNA 분리및RT-PCR 매뉴얼작성완료

※매뉴얼책자또는파일을제작하여현장에배부할예정임

마. 종자핵산분리여부확인방법개발

(1) 프라이머선발: 38종완료

표 6. 내재유전자특이프라이머선발결과

2. 고찰

가. 종자종류에따른RNA분리방법개발

(1) 종자전염바이러스검사대상종자38종중에서10과23종은Magnetic beads방식, 7과 15종

은Spincolumn방식(PL법)으로분리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었음

(2) 검사대상종자38종외의종자가수입되면과에준해서RNA를분리하여검사가능할것으

로판단됨

(3) 검사대상종자 38종외의종자에대한RNA분리여부확인방법은과에준하여적용가능할

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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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검역정보

NPQS NEWS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1. 캐나다,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관련 규정 개정 WTO 통보

캐나다식품검사청(CFIA)는 아시아매미나방

(AGM) 관련 규정(D-95-03, 10차 개정‘아시아

매미나방- 선박을위한식물보호정책’) 개정을

아래와같이WTO에통보하였다. 

관련품목으로는AGM의국제적이동위험이

있는기간(캐나다식품검사청규정D-95-03에

지정된기간, 캐나다도착기준매년 3월 1일 ~

10월 15일) 중 위험 지역을 방문한 선박이나

영향을 받는 지역 또는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AGM 분포지역을 고위험기간 중

경유하여캐나다로입항하는선박이다.

제안된 캐나다식품검사청 규정 D-95-03의

개정은 AGM이 선박에 감염될 수 있는 기간에

경유한 선박을 통해 캐나다로 AGM이 유입될

잠재적위험이있는것으로알려진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감염지역 내 모든 항구를

포함한다.

한국, 중국, 러시아의 경우, 7월 1일에서 9월

30일사이, 일본의경우, D-95-03(10차개정)

에 지정된 기간 동안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

은 전 생육단계의 AGM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매년 3월 1일에서 10월 15일사이캐나다

입항전에방문한국가의식물검역증명서또는

식물보호기관이 보증하는 기타 승인된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선박검사에서 AGM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캐나다는 2012년 3월까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16일에서 2월 28일(또는 29일) 사이에는

선박 일정의 지연 없이 모든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audit inspections)를 실시할

것이다.

위 규정 개정은 ISPM 2호, 4호, 5호, 8호

국제기준을근거로식물보호를목적으로한다.  

규정 D-95-03(10차개정)은채택시캐나다

식품검사청홈페이지에게시될것임

2. 미국, 감귤그린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
조치 발표

APHIS는 감귤그린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부 주 등에 식물검역 조치를 발효하는 임시

규정발표했다.

이번 임시 규정은 긴급조치로서 미국의 지금

까지의 모든 감귤그린병 관련 연방 명령

(federal order)들을 대체하고, 검역 지역

확대, 처리(방제) 방안 추가 인정, 완전 가공

제외품인정등을포함한다.

임시 규정에 따른 감귤그린병 검역지역은

Florida와 Georgia 주, Puerto Rico와미국령

Virgin Islands, Louisiana 주 2개 parish,

South Carolina 주 2개 coun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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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규정은 또한 매개충인 귤나무이(Asian

citrus psyllid)에 대한 다음 지역에서의 검역

규제도포함한다.

Alabama, Florida, Georgia, Hawaii,

Louisiana, Mississippi 및 Texas 주와

Guam, Puerto Rico 및 미국령 Virgin

Islands 등 기존 지역에 South Carolina 주

3개 county, California 주 6개 county,

Arizona 주 1개 county가추가되었다.

상기 지역의 검역 조치는 귤나무이 발생에

따른 것으로서 검역지역으로부터 다른 주로

기주 식물류(과실 및 가공품 제외)를 이동하는

것은규제되거나금지된다.

임시규정은또한감귤그린병검역지역내에서

상업적으로판매되는묘목류에대한표시요건도

추가한다.

미국에서 감귤그린병은 2005년 Florida 주

Miami-Dade county에서처음발견되었으며,

현재 Florida와 Georgia 주, Puerto Rico와

미국령 Virgin Islands, Louisiana 주 2개

parish, South Carolina 주 2개 county에만

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본 임시 규정은 6.17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으

며, 즉시 발효되며, 9월 15일까지 제출되는 의

견에대해검토가이루어질것이다.

3. 일본, 식물검역강화위해검역병해충목록
작성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물검역 강화를 위하여

검역대상병해충목록작성방안을추진하였다.

농림수산성은 5월 17일,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정보교류회의첫회의를도쿄쿠단미나미에

있는농림수산성공용회의소에서개최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검역 대상 병해충 목록을 작성하여 유전자

진단 등 적절한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설명

하였다. 

일본의 현행 규정은 검역대상이 아닌 병해충

만을목록으로정하고있다. 

이때문에유전자진단과혈청진단등상세한

검사로 검출해야만 하는 병해충은 타국에서의

발생상황을듣고사후적으로지정해왔다. 

앞으로 사전에 대상을 정함으로써 병해충별로

적절한검사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농림수산성은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의 초안

으로써 지금까지 집중적인 검역 대상으로

해온것과, 수입검사에서발견실적이있으며

일본내미발생인것등890종을제시하였다.

그외에새로운검역조치가필요한병해충이

있는지검토중에있다.

4. 일본, 시가현에서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 발견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 발생상황확인조사중6월 8일시가현

나가하마시 내의 매실 4그루가 자두곰보병

(Plum Pox Virus)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여

소각처분등조치가내려졌다.

- 2009년 4월 도쿄도 오우메시의 매실에서

PPV에 의한 병 발생이 확인되어 농림

수산성은 각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전국의발생상황을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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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도쿄도 오우메시 외에 아키루노시,

하치오지시, 히노데쵸및오쿠타마쵸에서 PPV

발생을확인하였다.

농림수산성은발생이확인된지역(방제구역)

에 있어서 올해 2월부터 식물방역법에 근거

하여긴급방제를개시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작년에 이어 각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전국에 걸쳐 발생 조사(특히 도쿄도의

다섯 개 시/쵸의 방제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정밀한발생조사)를실시중이다.

○조사개요

농림수산성은 각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물 병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3년 계획으로

전국 및 발생 지역 주변에 있어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시가현 나가하마시 내의

매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올해 6월4일 농림수산성 및 시가현이

나가하마시 내의 매실 포장에서 발생

조사중감염의심시료채취

•6월8일, 검정 결과, 4그루의매실나무가

PPV에 감염된 것을 확인. 감염된 나무

들은 과거 도쿄도 오우메시의 방제구역

내의 업자로부터 구입한 묘목과 그 묘목

에서접목한관상용매실이었음

•6월9일, 감염된 나무 및 인접한 나무,

합계 19그루를뿌리뽑아소각처분

일본측의대응계획은다음과같다.

시가현 나가하마시에서 발견된 감염주는

도쿄도오우메시의업자에게서구입한묘목

이원인인것으로확인되었다. 

농림수산성과 시가현은 감염 그루가

확인된포장을중심으로반경1km 내의매실,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의 과수를 대상으로

확인 조사 실시하였으며, 감염주가 확인된

포장에서는 매개충(진딧물) 방제, 기주식물

반출제한등감염방지책강구하고있다.

전국에서의 조사 및 발생이 확인된 지역

에서의조사결과를정리되는대로 8월말에

공표할예정이다.

앞으로새로운감염주가확인된경우에는

생산자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감염주및감염우려가있는나무의

뿌리 뽑기·소각 등을 계획적으로 행하는

등, PPV의 격리와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5. 멕시코, 콜리마 주 감귤그린병 박멸을
위해 16억원 투입

멕시코 농업 당국은 최근 Colima주

Tecoman시에서 발생한 감귤그린병 박멸을

위해 1천7배6십만 페소(약 16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이 예산은 감귤그린병의 진단 및 감귤그린병

매개충(귤나무이)의 천적(좀벌류) 대량 생산

연구를위한연구소설립에투입될예정이다.

6. 뉴질랜드, 미국산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기주식물 수입요건 강화

뉴질랜드는 벗초파리 유입을 막기 위하여

미국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레곤및워싱턴주

산벗초파리기주식물에대한수입요건을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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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및딸기 : MB(Methyl Bromide) 훈증

○복숭아/넥타리, 자두 및 포도 : 저온처리

(수송중저온처리포함) 

7. 아르헨티나, 감귤그린병 예방을 위해 도
금양과 묘목 600주 제거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은

감귤그린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Misiones 주

에서 발견된 기주 식물 묘목 600주를 제거함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감귤그린병 방지 국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감귤그린병의 기주인 도금양

과(Myrtaceae) 식물(구아바, 유칼립투스, 도금

양 등)의 생산, 재배, 판매 및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8. 미국,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방제를 위해
추가 자금 투입

미동식물검역청(APHIS)는 캘리포니아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확산방지를위하여 175만

USD(22억여원)를 추가 투입한다고 6월 8일

발표하였다.

이조치는심각한포도해충인포도애기잎말이

나방이 확산됨으로써 정부와 생산자에 더 큰

손실을입히기전에조기대응하기위한것이다.

9. 중국산 신선 포도 뉴질랜드 수출 합의

중국과 뉴질랜드는「중국-뉴질랜드 SPS

공동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6.3, 북경)」에서

‘중국산신선포도뉴질랜드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하였다.

뉴질랜드는 2년여의 병해충위험평가를 거쳐

중국의하북, 하남, 산동, 길림, 북경등 11개성

및 시를 귤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하고,

이들지역으로부터신선포도를저온처리없이

수입하는데동의하였다.

10. 중국-캐나다 제2차 식물검역 회의 개최

중국-캐나다간 제2차 식물검역 회의가

6. 21-25. 중국 강소성 태창에서 개최되었

으며, 주요의제는다음과같다.

○중국산사과, 화훼류의대캐나다수출

○캐나다산 유채씨, 체리, 블루베리, 원목,

목초 등의 대 중국 수출 및 캐나다의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조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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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원

농학박사 김 현 주
hjkim0805@korea.kr

식물검역을위한진균바코드의

국내외현황및전망

- 네덜란드CBS 진균바코드 해외연수기 -

특별기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드넓은육지와 바다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많은생물들이생존하고있는데, 이들은형태가매우

다양하고그종류가헤아릴수없이많다. 인류는줄곧생물체를밝히고자

하는노력과동시에한눈에생물의종류와위해성여부를찾아내려는환상을

가지고수많은연구자들이그들의꿈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 꿈의 실현은“국제 생명 바코드 계획”이란 합작 프로젝트의 탄생과

함께점차인류의꿈이현실로이루지고있는데, 지난 2005년국제바코드

컨소시엄(CBOL)은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한 전 생물의 생물바코드

생산및표준화, 자동화를통한정보보급의활용을목표로정부기관, 국제

기구, 기업등전세계40개국130개기관이참여하여세계적인생물다양성

자원에대한연구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 이들은생물자원에대한연구,

모니터링, 관리및지속적이용능력의뚜렷한향상으로병원성미생물과

식물 병해충 예방 그리고 식품 및 약품 안전 등의 많은 분야에서 거대한

사회·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2009년에는 세계생물바코드사업(iBOL)이 무역의 세계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보존그리고신속한생물종식별을위해국제적자동화

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 International consortium initiative(ICI) 지침에

따라DNA바코드기술의구축, 운영지원, 유전체정보기술및DNA 바코드

관련기술의세계생물인프라를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iBOL은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앙노드로 지정하여 아시아권과 남아메리카지역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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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와 함께 전 세계 국가로부터 균주를 수집

하고 형태·분류학적 동정 및 염기서열의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의 개발노드에서는 중앙

노드와지역노드를보조하여균주채집및동정의

업무를지원하고있다.

세계생물바코드사업(iBOL)의 노드별역할에대한모식도

생물바코드(Barcode of life)란 생물 종에

특이적인 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표준화, 자동화된 기술로 생물 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해 낼 수 있는 이른바‘유전자

신분증’이다. 따라서, 생물바코드 연구는

생명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가능케할것으로기대되며, 특히병원체진균에

대한빠른검증으로의학, 식물보호, 검역등에서

절실하게요구되는바이다. 

미생물전문가에의하면, 진균은곤충다음으로

두번째많은진핵생물군으로서그종류가대략

2백만종에달하며, 지구생태시스템유지와물질

순환 중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과학 연구와 개발 이용 등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있음과동시에사람과동식물병원균으로서

인류 건강, 농업, 임업과 양식업에 지속적인

위해를끼치기도한다. 지금까지정확히규명된

종류는 7만 가지 정도로 추산되며 예측되는

전체종의 5%에도못미치고있어새로운동정

연구수단개발이반드시필요하다. 

이에, 최근 국내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한국해양연구원, 고려대학교의 식물

DNA은행이 생물바코드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 세계 130개 기관과 생물바코드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 및 어류에 대한 분류 연구

로서, 결국 DNA chip을 이용하여 국내에 유통

되고 있는 생물종의 독특한 DNA염기서열을

판별하는방식을개발하는것이목적이다. 

따라서본연수자는식물기술개발사업의일환

으로네덜란드의CBS(왕립미생물보존연구소)를

방문하여 phoma complex project에 참여함과

동시에 유럽지역의 생물바코드사업의 선두에

있는 바코드연구 그룹에 참여하여 국내의 식물

검역에 활용할 진균바코드사업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자하였다. 

CBS는 세계적 분류동정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진균바코드연구의선두적인그룹으로서이들의

중점 연구 목표는 1. 균주타입별 염기서열분석과

DNA 데이터뱅크(Data bank)의 확립 2. 균주의

정보 향상 3. 정보의 온라인화 4. 세계균주보존

기관과 유대강화 5. 식물검역용 바코드시스템 구축

(Q-bank) 이었다. 본 기관은 총 7개 연구팀이

연구 목표별로 나뉘어 있고 각 그룹별로 선임

연구원, 연구원, 박사과정 연구생 그리고 보조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립과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 들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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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을 위한 진균바코드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하고 있었는데, 제6연구팀의 균주보존 및 수집

팀은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균주를 영구 보존

및관리하며이를각연구팀별로필요한균주를

분양해주고 있었다. 제1연구팀에서 제5연구팀

들의연구원들은각연구목적에맞게특정유전자

부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혹은 필요에 따라

특정 프라이머를 개발하는 등 동정이 어려운

complex 부위를 모두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결과는

제7연구팀의 산업정보화팀(Bio-informatics)

으로 전달되어 바코드시스템에 염기서열 등

연구결과가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며피드백을

통해전산관리를하고있다. 특히, 제6연구팀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적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각 국에서 분양해준 생물자원

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관리하므로 새로운

유전자확보가매우용이하고이를통해새롭게

보고하는 우수한 논문 결과와 특허물들이 속출

되는등매우활발한연구활동을하고있다. 

CBS에서는 약 100,000여종 중 이미 유전자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는 16%를 정리하였고,

배양이가능한진균중 25%의염기서열을정리

하였다. 이들의 ITS 영역은이미모두분석되어

졌고 그 밖의 특정 염기부위 역시 계속적으로

국제학회에서밝혀지고있다.

CBS의 초저온냉동법을이용한영구적균주보존

CBS에서자체적으로개발하고있는식물검역용

바코드시스템인 Q-bank (Quarantine bank)는

유럽에서 식물검역용으로 구축한 Q-BOL

(Quarantine barcode of life)의일부분과독자

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구팀의 연구원들에 의해 방대한 유전자

분석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Q-

BOL의 진균바코드 책임자는 CBS의 선임연구

원인 Dr. Ewald 씨가 Coordinator를 맡고

있으며 그는 CBS 자체 식물검역용 바코드

시스템인 Q-bank 역시 구축하고 있었는데,

특히 Phoma 속 균과 Phythophora 속 균 및

동정이 어려워 국제학회에서 많은 논점이 되고

있는 Clasosporium 속, Phaeoacremonium

속, Botryosphaeria 속, Cerospora 속,

Aspergillus 속등의 ITS, Calmodulin, Actin,

β-tublin의 염기서열을 모두 분석하여 식물

검역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유럽식물검역용진균바코드시스템
QBOL(Quarantine barcod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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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눈여겨보아야 할 중국은 튼튼한

진균학 연구 기초와 실력이 우수한 연구팀을

보유하고있어진균자원생물다양성조사, 분류와

계통발생 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국제 진균 연구에서 그

역량을인정받고있다. 현재중국은아시아에서

제일 큰 진균 샘플 기지 및 국제 권위인 진균

균종 저장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열대, 아열대지역은전세계주목을받는진균

생물이 다양한 핵심 지역으로서 진균 DNA

바코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진균 DNA 바코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제생명 바코드 계획의 4개의

포인트 중 하나에 선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 생명 바코드 계획에서 주요한

역할을하기위해서는자국내생명바코드계획을

적극추진하고진균DNA 바코드시스템구축에

박차를가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 동향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21세기바이오경제시대의핵심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각 부처에서도 부처별 연구개발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자 생물자원 관련 연구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고부가 생명자원의 발굴 및 확보된

자원의활용성제고노력은선진국에비해상대

적으로미흡한실정에있다. 대규모의정부사업

수행으로 생성된 많은 생물자원들이 체계적

으로 확보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에서생산되는생물정보의국가적관리및유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유통을 담당

하는 시스템 및 DB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수행할기관이요구된다. 이를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물정보들을 국내 연구자

들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국내생물연구

를 활성화 시켜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화에

맞게 식물검역원은 특성기관으로 정하고 유럽

바코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연동함과 동시에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여 규제 및 관리병해충 그리고

비검역 병해충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

한국형 식물검역용 바코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내농업유전자정보센터(KACC)

와 미생물자원센터(KCTC) 등과도 협력하여

CBS에서 자체구축한검역용
진균바코드시스템(Q-Bank)

검역용 진균바코드시스템(Q-Bank)의 실행 순서도

【샘플링→형태적동정→ DNA분리→염기서열분석→

데이타뱅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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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을 위한 진균바코드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염기서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축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식물검역처분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으로 검역처분에 대한 심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식물검역의 밝은

미래가기대되는바이다. 

따라서 본 연수자는 식물검역을 위한 진균

바코드의 협동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CBS의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식물검역관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분리된 균주

분양 및 분류동정이 어려운 종에 대한 분류

연구에 협조하기로 협의 하였다. 식물검역원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검역으로 국제적인 분류

동정 기관으로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속

적인연구관리와끊임없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선진 미생물분류동정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인쇄매체에 의한 전달이 어렵고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생물동정센타와직접적인교류가절대적으로

필요할것으로생각되며, 국제적인 DB 시스템과

국내의연동이가능한DB를점차적으로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식물

검역을 위한 미생물분류 동정전문가를 국가와

기관차원에서 양성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것이다. 

본연수는그동안나태해진나자신에게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인연들을 통해

꿈은꾸는자만이누리는특권임을느끼게해준

충만한 연수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검역관들에게 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기

바라는마음간절하다.    



중국 따이공(代工) 로드를

찾아서 !!

- 중국산소무역상반입물품

실태조사를다녀와서... -

중국을방문하기전에중국이란나라는단지인구가많고면적이큰나라

정도밖에상상이되질않았다.1) 그러나나의“따이공(代工)로드체험기”를

통해 중국은 이제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닌 세계속의 중국이 되어 가고

있음을실감하게되었다.

자! 그럼지금부터필규의따이공로드탐험기를펼쳐볼까합니다.

중국산농산물실태조사를하기위해방문한곳은북경시산동성옌타이

지구에 있는 위해(威海)와 산동성 동부에 위치한 청도(靑島)로, 위해를

방문하기 위해 먼저 인천항에서 오후 5시에 휴대식물 검사 시 늘 바라만

보았던 위동항운의 New Golden Bridge II에 탑승하였다. 선내에서

소무역상대표들과담소를통해소무역상은일반적으로수집책과운반책으로

구분되며 1명의 수집책에는 보통 5∼7명의 운반책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운반책들은 선사로부터일반여행객보다할인된운임을내고

기 고

National 

Plant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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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 최 필 규
pilkyu24@npqs.go.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주)

1)중국의 대략적인 인구는 13∼14억 정도이며, 면적은 대한민국의 96배인 9,596,960km2이다. 중국은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33조 5,353억 위안(RMB)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크게 4개의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중경)로 구성되고 4개의 직할시 안에는 23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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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따이공(代工) 로드를 찾아서 !!

배편을이용하며라면등의간단한식사를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16시간의 긴 항해를 통해 마침내 위해항에

도착, 한국과는다르게중국 C.I.Q는매우조용

하고 한가한 듯 했고 세관이나 검역원직원은

볼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만 근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출입국 수속 후 실태조사를

위해서소무역상인대표들의안내를받아근처의

농산물시장및한약재시장을방문하였다. 시장은

마치 한국의 80∼90년도의 재래시장을 연상

시키는 듯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거의되어있었고농산물은각 5∼10kg

단위로 총 50kg의 획일화된 포장으로 판매를

하고있었다. 

우리일행과는달리함께위해를방문한소무

역상은단순히물건을구매한후간단한식사를

마치고 바로 타고 온 선박으로 돌아가 당일

다시한국으로출국을하고있었다.

농산물시장조사후산동성영성시석도진적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을 방문하였다. 동 사찰은 당조 시기, 신라인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하여, 적산법화원 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인데당시산동에서규모가제일큰불교사원

으로알려져있다. 전하는말에의하면먼옛날에

적산은온통붉은것으로뒤덮혀있었으며여기에

사는 적산신이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가져다

준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적산법화원 정면의 산 위에는

일본 스님인 옌닌대사의 거대한 동상이 있다.

옌닌대사는838년견당사로입당하여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묵으면서 법화원의 많은 신세를

졌다고전해지고있다.

위해항내 소무역상 반입물품 실태 조사 후

청도항의조사를위해위해에서차로4시간정도

이동을 했다. 청도는 쟈오동(膠東) 지구의 최대

상공업도시로중국중점개발항구이며제강·

알루미늄·터빈·기관차·방적기계 등의 금속

기계 공업이 발전하였고, 화학비료·약품·

식품·담배·고무·강철·전자·계기 등의

공장이있다. 특산물로는세계 3대맥주인청도

(靑島) 맥주가있다. 철도는자오지철도의종점에

해당하며, 뤼다(旅大)·톈진·상하이·롄윈강

(連雲淃)·옌타이(煙臺) 등과의정기항로도열려

있고지리적특성상수심이깊고겨울에도얼지

않는 항구 도시로 여러 가지 자연 및 교통적인

요소로 인해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일 수밖에

없는여러가지요인을가지고있었다.

청도역시위해항과마찬가지로소무역상인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품목별로 포장되어

있는 농산물을 청도항 가까운 수집상에서 구입

하는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추, 배추 등

채소류및곡류는투명비닐과그물망으로포장

되어있어상태확인이용이한편이며, 산지등의

표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되어있는 편임을

확인할수있었다.

농산물 반입물품 조사를 마치고 청도 시내로

이동하여 현대식 건물이 위치한 바닷가를 거닐

면서 놀랍게 발전한 중국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아직은 한국에 비해 발전되지

못했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이 많았지만

이번농산물반입실태조사를통해중국의발전을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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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인구가 많고 대국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가깝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졌던 china를

좀더알수있는매우소중한시간이었다. 하지

만 4박5일간의 짧은 기간에 천하를 호통하던

대국 중국을 다 알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들었다.

다음기회엔정말중국인들의일상을조금더

가까이체험해볼수있는“필규의중국탐험기”

를 한번 펼쳐 보고 싶다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

면서중국과긴안녕을고하며돌아왔다.

한약재매장및농산물수집모습

장보고, 예닌대사, 진시왕 동상

위해, 청도 시내



아(아름답고) 신(신나는)한중부지원

『장미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꽃의여왕 장미의 계절을 반기 듯

지금 중부지원은온통장밋빛

으로붉게물들었습니다.

중부지원을지나는시민분들도, 근무하는

저희들도출퇴근길에살며시다가오는싱그

러운 장미향기에 한번씩 발길을 멈추게 되는 요즘, 여러분께 중부지원

장미의정원을소개합니다.

바쁜 오전검사가 끝나고 헐레벌떡 들이킨

점심의 아쉬움을 달래는 커피한잔의 여유 ~

그동안 추위에 떨며 사무실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몸을 끄집어내어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로 걸어갑니다. 자연이 부르는 맑은

바람소리, 눈부신 하늘과 시원한 나무그늘,

기지개를켜고만끽하는지금은 6월! 어느새

중부지원에 마련된 곳곳의 운동장에는 건강한

땀내음으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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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 이 보 영
ebo0@korea.kr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기 고

42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장미울타리로 둘러싸인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에서는 근육으로 다져진

검역관님들의 강 스매싱이 한창입니다.

반대로 시원한 지하 탁구장과 체력실에

서는 햇볕을 피해 몸 가꾸기에 한창인

분들이 점령 ~ ! 곧 다가올 여름을 준비

하고 계시겠죠? 싸늘함 가득했던 긴 겨울이 가고 푸른 잎 무성한 나무들과 색색들이 꽃들 덕에

흘리는땀에도지치지않고짧은시간을만끽합니다.

진정한장미의여왕이야말로중부지원의어여쁜인턴분들~ 

어려운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분들의 힘의 원천인 수다와

웃음으로활기차게생활하는우리지원의마스코트~!! 여러분들덕분에

지원의칙칙함이늘화사해지는듯합니다. 장미와하나가되신당신들

이야말로진정한꽃중의꽃이옵니다.

힘들고 치진 하루를 반복하시는 검역관여러분~ 힘든 업무에 짜증

부터 올라와 머리가 뜨끈해 질지 모르지만 잠시 시원한 냉차 한잔과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 주위를 맴도는 모든

자연의 유혹을 만끽할 수 있으실 거에요~! 삶은 즐기는 자만이 느낄

수있는선물을오늘도여러분께무한제공한답니다.

PS. 늘지원의아름다운정원에힘써주시는

검역2과장님(최철종) 외다수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무의탁 노인 목욕 봉사 활동을

다녀와서...

6월13일. 

그날은내기분만큼이나무척화창한날씨였다. 

박인영계장님, 손태훈, 백낙현, 김경원선생님과 함께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를 찾았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어버지의목욕을도와드리기위해서였다. 

평소봉사활동을하고싶었지만막상실천을하지못했는데선생님께서

좋은일을한다는말씀을듣고자진해서따라가게되었다. 

선생님들은반팔과반바지로무장을하시고채비를갖추신다음휠체어를

지탱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손수 모시고 씻겨드리는 일을 하셨다.

나는처음등록한인원이라힘든일은맡지못했고깨끗이목욕을마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머리를말려드리고점심시간에맞춰휠체어를끌어

식당까지모셔다드리는일을하였다.

목욕을 마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분이 상쾌해지셨는지 해맑은 영혼

처럼환하게웃으시고천진난만한아이처럼장난도치시고고마워하시는

모습을보고덩달아내기분까지무척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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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인턴사원 김 영 호
k05forever@hotmail.com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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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작은손길이모여서그분들의기분을새롭게할수있다는사실이놀라웠다. 그리고도우는

손길속에서한때마음뿐인봉사를했던내자신이부끄러워졌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번 목욕봉사를

통해느낀값진하루였다.

내 눈에 비친 선생님들의 모습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의 대표가 아닌 무의탁 노인들을 진심

으로아끼고보살펴주시는모습이었다. 

타인을돕고타인을사랑하는마음은작은관심만기울인다면언제어느곳에서나존재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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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상 수입할 수 없는 물품(수입금지품)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수입금지품은아래와같습니다.

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에정해진수입금지식물

나. 병해충(잡초도포함)

다. 흙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된물품등의용기·포장

마. 긴급수입제한식물(우리원홈페이지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참조)

바. 식물방역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원장이 요구한 생산지

에서의검사, 소독, 그밖에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국가의식물

사. 수출국에서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을 하지 않고 반입되는

목재포장재

수입금지품

검 역
Q&A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Q 1



수입금지식물과금지지역을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Q 2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에게재되어있는수입금지식물의종류와해당수입

금지지역을다음페이지에정리하였으니, 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종류 및 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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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1. 벼·왕겨·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 및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뉘는 제외)

- 세계 전지역(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곳>

• 북한, 일본, 대만

2. 생과실 및 열매채소의 생과실(코코넛·파인애플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

※ 생과실 : 사과·배·감귤 등 목본식물의 열매로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열매(신선한 과육이 붙어있지 않은 밤,

아몬드, 은행,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는

수입금지식물이 아님)

※ 열매채소의 생과실 : 토마토, 고추, 메론 등

초본식물의 열매로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열매

2-1. 콩과식물(Fabaceae)의 풋콩류

※ 풋콩 : 꼬투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덜 여문 콩을

말함

- 열매가 꼬투리 안에 있는 상태 또는 꼬투리에서

열매가 분리되었을 경우라도 건조되지 않아

해당 해충의 침입우려가 있는 경우도 수입

금지식물임

-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가능 지역

[우리원 홈페이지 검역정보/수입식물

검역정보/수입금지식물, 지역, 병해충의

수입요건 참조]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곳>

• 북한

- 세계 전지역(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곳>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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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3. 호두나무의 열매와 알맹이 - 아시아 : 레바논·미얀마·시리아·
아프가니스탄·요르단·이라크·
이란·이스라엘·인도·중국·
터어키·파키스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캐나다·미국·멕시코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브라질·
아르 헨티나·우루과이·칠레·
콜롬비아·페루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
레일리아·뉴질랜드

- 러시아·우크라이나·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몰도바·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우즈
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즈·
그루지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라트비아

4. 감자·토마토 종자 -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 중국[허베이·

헤이웅장·장쑤·칭하이성만 해당

한다]·인도(히마찰프라데시·마하라

슈트라 지역만 해당한다)

- 유럽 : 벨로루시·독일·폴란드·

러시아·영국(잉글랜드·웨일즈

지역만 해당한다)

- 아프리카 : 이집트·나이지리아

- 북아메리카 : 미국(캔사스·메인·

메릴랜드·미시건·미네소타·

미시시피·네브래스카·뉴햄프셔·

뉴욕·노스다코타·오하이오·

위스콘신·와이오밍주만 해당한다)

-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칠레·페루·

베네주엘라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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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5. 고구마속(Ipomoe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고구마속 주요식물 : 고구마 등

5-1. 나팔꽃속(Pharbitis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나팔꽃속 주요식물 : 나팔꽃 등

5-2. 메꽃속(Calystegia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메꽃속 주요식물 : 메꽃, 선메꽃, 애기메꽃 등

5-3. 마속(Dioscorea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마속 주요식물 : 마, 참마, 각시마, 둥근마 등

5-4. 새삼속(Cuscuta spp.)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새삼속 주요식물 : 새삼, 실새삼, 갯실새삼 등

5-5. 카사바(Manihot esculenta) 생식물의 지하부

※ 생경엽 : 신선한 줄기와 잎

※ 생식물의 지하부 : 토양속 지하에서 자라는

부위로 뿌리, 구근, 지하경, 괴근, corm 등을

포함

- 아시아 : 라오스·말레이시아·방글라

데시·베트남·브루나이·미얀마·

싱가포르·스리랑카·인도네시아·

인도·중국·대만·캄보디아·태국·

파키스탄·필리핀·일본(북위30°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만 해당한다) 몰디브·

코코스섬·크리스마스섬·페스카도레스

제 도 ·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미국·멕시코·서인도제도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베네수엘라·

브라질·수리남·페루·프랑스령

기이아나·파라과이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

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미크로

네시아·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

6. 보리속(Hordeum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 보리속 주요식물 : 보리 등

6-1. 밀속(Triticum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 밀속 주요식물 : 밀 등

6-2.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 호밀속 주요식물 : 호밀 등

6-3. 개밀속(Agropyron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 개밀속 주요식물 : 개밀, 털개밀, 자주개밀 등

6-4. 라이밀(Triticosecale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 경엽 : 줄기와 잎

- 아시아 : 이라크·이스라엘·이란·

터어키·시리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알제리·모로코·튀니지

- 북아메리카 : 전지역(서인도제도를 제외

한다)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뉴질랜드

- 그루지아·라트비아·카자흐스탄·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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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7. 가지과(Solanaceae) 식물의 생경엽

- 가지과 주요식물 : 가지, 담배, 꽈리, 고추,

토마토, 감자, 피망, 페튜니아, 구기자 등

※ 생경엽 : 신선한 줄기와 잎

- 세계 전지역(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곳>

• 북한

• 일본(홋카이도, 규슈섬 및 혼슈섬을
제외한 지역)

7-1. 고구마속(Ipomoea spp.)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Solanaceae)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 고구마속 식물 : 고구마, moonflower, 나팔꽃

(morning-glory) 등

※ 생식물의 지하부 : 토양속 지하에서 자라는

부위로 뿌리, 구근, 지하경, 괴근, corm 등을

포함

- 세계 전지역(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곳>

• 북한

• 일본(홋카이도 및 규슈섬을 제외한
지역)

• 미국(메릴랜드주·펜실바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뉴욕주·유타주·
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캔사스주·
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클라
호마주·남다코타주·네바다주를
제외한 지역) 

• 호주(빅토리아주·웨스트오스트
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지역)

8. 가지과(Solanaceae) 식물의 생과실

- 가지과 주요식물 : 가지, 담배, 꽈리, 고추,

토마토, 감자, 피망, 페튜니아, 구기자 등

- 아시아 : 대만·아랍에미리트·레바논·
미얀마·시리아·요르단·이라크·
이란·이스라엘·터키·예멘

- 유럽 : 전 지역

- 아프리카 : 리비아·모로코·알제리·
이집트·튀니지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멕시코·미국·
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
자메이카·캐나다·쿠바·아이티·
온두라스·니카라과·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브라질·아르헨티나·
칠레·우루과이·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
레일리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크
라이나·몰도바·리투아니아·그루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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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나무아과(Promoideae) 식물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과 생과실

- 배나무아과 주요식물 : 배, 사과, 모과, 산사, 등

9-1. 복숭아속(Prunus spp.) 식물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

- 복숭아속 주요식물 : 복숭아, 자두, 살구, 양벚,

벚나무 등

9-2. 나무딸기속(Rubus spp.) 식물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과 생과실

- 나무딸기속 주요식물 : 라즈베리(raspberry),

블랙베리(blackberry) 등

- 세계 전지역(다만 아래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 아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곳>

• 북한, 일본 및 대만

10.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 - phyllus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

- 감귤류 주요식물 : 스위트오렌지, 만다린, 자몽,

포멜로, 레몬, 라임, 시트론, 사우어오렌지, 금귤,

유자, 탱자 등

- 아시아 : 중국·인도·대만·인도
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미얀마·
태국·네팔·예멘·부탄·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일본(오끼나와현의
북위 27。10' 이남의 난세이제도에
한 한다)·방글라데시·캄보디아·
라오스·베트남·스리랑카·이란

- 아프리카 : 모리셔스·레위니옹·
코모로·이디오피아·케냐·마다
가스카르·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짐바브웨·부룬디·
카메룬·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
말라위·르완다·소말리아·튀니지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

11.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

- 아시아 : 대만

- 유럽 : 프랑스·독일·이탈리아·세르
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슬로
베니아·스페인

- 북·중아메리카 : 미국·캐나다·
멕시코·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파라과이·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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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생식물의 지하부

12-1. 파인애플(Ananas comosus) 생식물의 지하부

12-3. 여지(Litchi chinensis) 생식물의 지하부

12-4. Indigofera hirsuta 생식물의 지하부

12-5. 테다소나무(Pinus teada) 생식물의 지하부

12-6. Pinus elliottii 생식물의 지하부

12-7. 강남콩 생식물의 지하부

12-8. 오크라(Hibiscus esculentus) 생식물의 지하부

12-9. 수박 생식물의 지하부

12-10. 무 생식물의 지하부

12-11. 여주 생식물의 지하부

12-12. 고추 생식물의 지하부

12-13. 토마토 생식물의 지하부

12-14. 호박 생식물의 지하부

12-15. 멜론 생식물의 지하부

12-16. 부추 생식물의 지하부

12-17. 치자 생식물의 지하부

12-18. 칸나 생식물의 지하부

12-19. 차나무 생식물의 지하부

12-20. 커피 생식물의 지하부

12-21. 생강 생식물의 지하부

12-22. 알파파 생식물의 지하부

12-23. 후추 생식물의 지하부

12-24. 고구마 생식물의 지하부

12-25. 사탕수수 생식물의 지하부

12-26. 대두 생식물의 지하부

12-27. 옥수수 생식물의 지하부

12-28. 땅콩 생식물의 지하부(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수입가능)

12-29. 파초속(Musa spp.) 식물 생식물의 지하부

- 파초속 주요식물 : 파초, 바나나 등

- 북아메리카 : 미국·캐나다

-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 남아메리카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아시아 : 인도·인도네시아·말레

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

태국·브루나이·이스라엘·레바논·

오만·싱가포르·예멘·중국(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 유럽 : 벨기에·프랑스·독일·

포르투갈·이탈리아·네덜란드·

폴란드·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

레일리아(타스마니아주는 제외한다)·

팔라우·괌·미크로네시아·파푸아

뉴기니·폴리네시아·피지·하와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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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운향과(Rutaceae) 식물 생식물의 지하부

- 운향과 주요식물 : 스위트오렌지, 만다린, 자몽,

푸멜로, 레몬, 라임, 시트론, 사우어오렌지, 금귤,

유자, 탱자, 백선, 황벽나무, 초피나무, 쉬나무,

산초, 등

12-31. Calathea spp 생식물의 지하부

- Calathea 속 주요식물 : 칼라데아 등

12-32. 안스륨속(Anthurium spp.) 식물 생식물의

지하부

- 안스륨속 주요식물 안스륨 등

12-33. 근대속(Beta spp.)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 근대속 주요식물 : 사탕무우, beat 등

※ 생식물의 지하부 : 토양속 지하에서 자라는

부위로 뿌리, 구근, 지하경, 괴근, corm 등을

포함

12-34. 빈랑 생식물의 지하부

12-35. 코코넛야자 생식물의 지하부

12-36. Curcuma longa 생식물의 지하부

12-37. 당근 생식물의 지하부

12-38. 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12-39. Dioscorea spp. 생식물의 지하부

12-40. 배나무속 식물 생식물의 지하부

12-41. Philodendron.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2. Maranta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3. Stromanthe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4. Ctenonthe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5. Persea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6. Strelitzia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7. 쟈스민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8. Rhapis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49. Heliconia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12-50. Anubias 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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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나무속(Pinus spp.) 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

- 소나무속 주요식물 : 소나무(솔, 붉송, 적송,
육송), 금송(황금소나무), 잣나무(홍송, 오엽송),
구주곰솔, 왕솔나무, 섬잣나무, 일본오엽송,
리기다소나무, 구주소나무, 만주흑송, 누운
잣나무, 가지해송, 방크스소나무, 백송, 스토롭
소나무, 레지노사소나무, 왕솔나무, 대만소나무,
Western white pine, Pond pine, Eastern
white pine, Ponderrosa pine, Mountain
pine, Radiata pine, Southern pine, Yellow
pine, Sugar pine 등

13-1. 잎갈나무속(Larix spp.) 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

- 잎갈나무속 주요식물 : 잎갈나무, 낙엽송, 일본
잎갈나무, 만주잎갈나무, European larch,
Western larch 등

13-2. 개잎갈나무속(Cedrus spp.) 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

- 개잎갈나무속 주요식물 : 히말라야시다 등

- 아시아 : 일본·중국·대만·베트남

- 북아메리카 : 미국·캐나다·멕시코

- 유럽 : 포르투갈

14. Acer macrophyllum, Aesculus californica,
Arbutus menziesii, Arctostaphylos manzanita,
Calluna vulgaris, Camellia spp., Fraxinus
excelsior, Griseliria littoralis, Hamamelis
virginiana, Heteromeles arbutifolia, Lithocarpus
densiflorus, Lonicera hispidula, Maianthemum
racemosum(Smila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Pㆍ
japonica, P.floribunda×P.ja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Quercus spp., Frangula californica,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 Acer pseduoplatanus, Aesculus
hippocastanum,  Adiantum aleuticum, Adiantum
jordanii, Castanea sativa, Fagus sylvatica,
Frangula purshiana(= Rhamnus purshiana),
Kalmia spp., Laurus nobilis, Magnolia  doltsopa,
Parrotia persica, Pieris spp., Salix caprea,
Syringa vulgaris, Taxus baccata.의 묘목(대목
포함)ㆍ접수ㆍ 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
한다)과 수피가 붙어 있는 목재류

- 유럽: 독일ㆍ네덜란드ㆍ영국ㆍ스페인ㆍ

벨기에ㆍ프랑스ㆍ스웨덴ㆍ이탈리아ㆍ

덴마크ㆍ노르웨이ㆍ아일랜드ㆍ슬로

베니아ㆍ폴란드ㆍ스위스

- 북아메리카: 미국(캘리포니아주 Marinㆍ

MontereyㆍNapaㆍSan Mateoㆍ

Santa Claraㆍ Santa Cruzㆍ

SonomaㆍAlamedaㆍSolanoㆍ

MendecinoㆍHumboldtㆍContra

CostaㆍLakeㆍSan Francisco 카운

티, 오레곤주 Curry카운티 및 뉴욕주

Nassau카운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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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수입할수없는식물에는

어떤것이있나요?Q 3

아래식물은수입금지식물에해당되므로중국에서수입할수없으며, 

그외에는수입할수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식물]

○벼, 왕겨, 볏짚과그가공품(껍질을벗긴쌀은수입가능)

○ 생과실(코코넛, 파인애플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수입가능),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풋콩류, 곶감

○호두의열매및핵자

○가지과(Solanaceae)·고구마속(Ipomoea spp.)·나팔꽃속(Pharbitis spp.)·

메꽃속(Calystegia spp.)·마속(Dioscorea spp.)·새삼속(Cuscuta spp.)

식물의생경엽과생식물의지하부

○카사바(Manihot esculenta) 생식물의지하부

○배나무아과(Promoideae)·복숭아속(Prunus spp.)·나무딸기속(Rubus spp.)

식물의묘목·접수·삽수등재식용식물(종자는수입가능)과 생과실

○운향과(Rutaceae)·Cuscuta spp. 및 Astr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접수·삽수등재식용식물(종자는수입가능)

○ 소나무속(Pinus spp.)·잎갈나무속(Larix spp.)·개잎갈나무속(Cedrus spp.)

식물의묘목류와목재류

○잡초에해당되는식물및종자

○감자·토마토종자 : 중국(하북성, 흑룡성, 강소성, 청해성)

○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 12번은중국 3개성(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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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금지되어있는식물도냉동하면

수입할수있는지?Q 4

수입이 금지된 식물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

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이하로냉동되어있는것은수입할수있습니다.

- 다만 호두의 열매와 알맹이,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가지과식물의생과실, 배나무아과식물의생과실, 미국·캐나다산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 및 금지 묘목·접수·삽수·목재류는 상기와 같이 냉동

하였더라도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수입할수없음.

생과실이붙어있는묘목을수입할수있나요?Q 5

당해생과실이수입금지품인경우에는수입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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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수입금지품을수입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Q 6

수입금지식물 중 아래 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우리원 홈페이지 자료공간

- 법령&고시참조)의정해진조건에따라서수입할수있음

- 미국산양벚생과실·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호두·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탄저린포함) 및자몽, 캘리포니아산석류생과실

- 캐나다산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

- 대만산퐁캉오렌지·여지·망고생과실

- 뉴질랜드산양벚생과실

- 필리핀산망고및파파야생과실

- 이스라엘산스위티

- 남아공산스위트오렌지

- 칠레산포도키위및레몬생과실

- 호주산오렌지, 레몬및망고생과실

- 태국산망고생과실

- 통가산단호박생과실

- 멕시코산아보카도생과실

- 스페인산오렌지생과실

- 이집트산오렌지생과실

- 호주산생감자

- 중국산양벚생과실

- 네덜란드안스륨속·칼라테아속·파초속번식용식물

- 우즈베키스탄양벚생과실



수입이금지된소나무등의목재류에는어떤것들이

해당되나요?Q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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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한 국제 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에 제시하고,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그타당성에대하여병해충위험분석을한결과국내식물에

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한식물의경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위한경우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칼산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및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해당되는주요한식물은다음과같습니다. 

- 소나무속식물(학명: Pinus spp. = genus of Pinus) : 소나무(솔, 붉송, 적송,

육송), 금송(황금소나무), 잣나무(홍송, 오엽송), 구주곰솔, 왕솔나무,

섬잣나무, 일본오엽송, 리기다소나무, 구주소나무, 만주흑송, 누운잣나무,

가지해송, 방크스소나무, 백송, 스토롭소나무, 레지노사소나무, 왕솔나무,

대만소나무, Western white pine, Pond pine, Eastern white pine,

Ponderrosa pine, Mountain pine, Radiata pine, Southern pine, Yellow

pine, Sugar pine 등

- 잎갈나무속식물(학명 : Larix spp. = genus of Larix) : 잎갈나무, 낙엽송,

일본잎갈나무, 만주잎갈나무, European larch, Western larch 등

- 개잎갈나무속식물(Cedrus spp. = genus of Cedrus) : 히말라야시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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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Q&A

금지품을수입하면어떤처벌을받습니까?Q 8

금지품을수입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수입된금지품은폐기하거나반송하여야함

※참고사항

- 무역에서 일반적으로“미송”이라고 부르는 것 중 다음 것들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지않지만, 지역에따라참나무역병연관식물로수입제한이될수있습니다.

Douglas fir (학명 : Psedotsuga menziesii), Eastern hemlock

(학명 : Tsuga canadensis), Hemlock (학명 : Tsuga heterophylla), Spruce

(학명 : Picea spp.), Western red ceder (학명 : Thuja plicata) 등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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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특강

’10년 6월 9일(수), 09:30 ~ 10:30에

본원 대강당에서 본원 전직원의 참석

아래 원장님 특강이 실시되었다. 이 날

특강내용으로는 존경과 믿음을 통한

신뢰구축, 3개검역기관통합등변화에

능동적 준비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강의가이루어졌다.

외래식물병해충도감집필자협의회개최

’10년 5월 28일(금), 15:00 ~ 17:00에 국립식물검역원

소회의실(2층)에서 본원 16명과국립농업과학원등외부인원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등) 6명의 참석아래 외래식물병해충

도감집필자협의회가개최되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수록 대상병해충의 선정 방법과 역할

분담, 원고집필방법등에대한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

검역단신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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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업체목재포장재교육및간담회

2010년 신규등록한 열처리업체 및 목재포장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처리업체 목재포장재 교육 및 간담회가 ’10년

6월3일(목), 본원대강당에서실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국제기준과 조화된 목재포장재 열처리소독

방법을이해시키고, 상호정보교환을통한업계와협력관계를

증진하며열처리업에대한사명감을고취코자실시되었다. 

이날간담회에는열처리업체노은수출포장대표등18명과

우리원업무담당자9명이참석하였다. 

이 날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목재 포장재 국제기준 및

각국의포장재검역동향,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열처리업체 운영정보시스템 사용 및 운영요령에 대한

설명과업계의견수렴및협력방안대한토의가이루어졌다.

2010년도우리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개최

’10년6월4일(금)에본원교육훈련식에서2010년도우리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가개최되었다.

이번경진대회는직급별로5급이상(09:30~11:30), 6급이하(13:30~16:00) 나누어실시되었으며,

직원33명(5급이상11명, 6급이하22명)이참석하였다.

시험과목은 5급이상은 정보화실용능력(필기), 인터넷정보검색, 기획문서작성으로 3과목이

실시되었고, 6급이하는 정보화실용능력(필기), 인터넷정보검색, 프리젠테이션작성, 전자문서

편집으로4과목이실시되었다.



본원 소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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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강사초청- 직장내성희롱예방및청렴교육실시

’10년 5월 19일(수), 14:00~17:00에 본원 4층 강당에서 본원, 중부 및 인천공항지원(사무소

포함), 중부격리재배관리소직원등83명이참석아래외부전문강사를초청, 직장내성희롱예방및

청렴교육이실시되었다. 

김정숙강사님을 모시고‘다름의

미학 Harmony’의 주제와 이지문

강사님을 모시고‘공직윤리,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실시되었다.

1사1촌자매결연마을일손돕기행사실시

’10년 5월 28일(금), 08:30~19:00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선권마을로 식검직원

16명 (본원:10명, 인천공항지원 : 2,

중부 지원 : 2, 중부격리 : 2)의 참석

하에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돕기

행사가실시되었다.

이날행사에서는사과과수원적과

작업일손돕기가진행되었다.

운영지원과-검역기획과크로스미팅실시

’10년 6월22일(화), 18:00에본원지하체력단련실에서운영지원과및

검역기획과 전직원의 참석아래 크로스미팅이 진행

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친선도모 탁구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스코어는 3:2로 검역기획과가

승리하였다. 대회를 마무리 짓고, 저녁식사 겸

직원들의소통의장을마련하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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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량운영지원과장명예퇴임식행사

’10년 6월 1일(화) 10시에본원 4층대강당에서본원전직원과가족참석아래조원량운영지원

과장님의 명예퇴임식이 진행되었다. 농식품부장관의 공로패, 농관원의 재직기념패, 기념품,

꽃다발등이전달되었고, 기념촬영으로퇴임식을마쳤다..

제379차민방위의날훈련실시

’10년 6월 15일(화), 14:00~14:40에 본원 지하 식당에서

전직원의 참석아래 <제379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

하였다. 이 날 훈련에서는

대피공간(지하식당)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과 위험시

방독면의착용교육과실습이

이루어졌다.



지원·사무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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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과학카페촬영협조

5.7.(금) KBS 1TV 과학카페팀이 방문하여

수입종자현장검사및실험실정밀검사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번 촬영분은“농작물의 적,

바이러스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5.24(월)에

방영되었다.

기관간방문행사협조

5.25.(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9명이내방하여인천공항지원업무소개, 홍보

동영상 시청, 화물수입검사·실험실검사 등

다양한검역현장견학을통한인천공항지원을

소개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인천공항공사사장상표창

- 조사분석과장이정태

6. 1.(화) 인천공항지원 조사분석과장은

인천공항이 5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

달성에기여한공로로인천공항사장상을표창

받아 우리 기관보다 인원을 많이 보유한

타 상주기관에 뒤지지 않는 식물검역원의

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검역단신

지원·사무소 소식

인천공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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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합을위한산행실시

6. 5.(토) 인천공항지원은 직원 단합을 위한

청계산 산행을 실시하였다. 2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명의낙오자도없었고직원간단합및친목을

도모하는좋은시간이되었다.

2010년도식물검역발전협의회개최

6. 8(화) 인천공항지원 회의실에서“거진”등

12개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입식물검역

동향 및 업무소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하였으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답변하는형식으로회의를진행하였다.

직원역량강화를위한연찬회개최

6. 24(목) 식물검역업무의 발전방안 모색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외부강사를초청하여강의를청취하고

각 부서별로 식물검역현장검사 개선사항,

휴대식물검역 관련 불만민원 사례 및 대응

방안, 직원사기진작 대책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홍보용전자입간판(DID)설치운영

인천공항지원에서는 6월말이후효율적인

홍보방안으로 시각 효과가 높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인천공항CIQ내 4개

소에 설치하여 식물검역 안내 슬라이드 영상

및식물검역홍보CF 등을지속적으로표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물검역 홍보 및 금지

품에대한자진신고를유도하고있다. 앞으로

도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영상기법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효율적인 홍보

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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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농림수산식품비서관

국제우편검역현장방문

5.21.(금) 청와대 농림수산식품 비서관

(남양호)이 국제우편사무소에 내방하여

X-ray에 의한 검역물 탐색사항 확인, 검역

탐지견 활동 점검, 개피장 검역 현장 확인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역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를격려하고노고를치하하였다.

2010년도상반기

목재포장재열처리업체간담회개최

김포공항사무소는 5월 20일(목) 한국공항

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열처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설명하고 열처리업체 정보시스템

개선사항을소개했으며열처리업체의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협력 관계도 함께

모색하였다. 

다문화가정식물검역홍보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5.27.(목), 6.25.(금)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에서온결혼이민여성

140여명을대상으로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식물검역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식물검역퀴즈 및 선물증정,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수입금지식물 등

안내 및 공항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식물

검역정보를소개하였다.

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간담회실시

김포공항사무소는 6.29(목) 병해충 모니터

요원(9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물검역 및 병해충 모니터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과 모니터요원의

건의및애로사항청취를하였다. 

국제우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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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식물검역홍보

속초사무소는 5.18.(화) 중국 상해와심양을

운항하는 중국 동방항공의 신규 취항과 관련

하여해외여행객입국자들을대상으로 C.I.Q.

유관기관과 함께 식물검역 합동홍보를 실시

하였다. 현재는 9월 30일까지한시적인전세기

운항이지만, 정기노선취항을위해공항공사가

노력 중으로 앞으로 양양공항에서 식물검역

업무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농업용LMO 환경방출방지대책

간담회실시

중부지원은 지난 5.7일 인천항만공사 등

48개 업체 LMO관련 업무 담당자 52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업용 LMO 환경방출 현황 및 방지대책

필요성을비롯한LMO 수입관리체계, 변경된

LMO 식물의 실험실검사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업체 기관별 협조사항을 당부

하였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LMO 관련

업체들의 문의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LMO

환경방출방지대책을수립하는귀중한계기가

되었다.

2010년도상반기

식물검역발전협의체회의

중부지원은지난 5.12일 식물검역발전협의체

(회장 하성환) 회원 20명과 2010년 상반기

식물검역발전협의체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

정례 식물검역발전협의체 회의는 식물검역

현황을 설명하고 당부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식물검역 개선안 등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개선할

사항및발전방안에대해다양한의견및개선

안을수렴하는귀중한자리가되었다.

속초사무소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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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우리졸업하면어떤일을할까요

중부지원이보영검역관은지난5.14일서울

여자대학교원예조경전공학부생52명을대상

으로새로운직업군으로식물검역분야를소개

하고 취업 시 준비해야할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식검인을 양성하고자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한취업설명회에참석하여식물검역

업무 소개 취업방법 설명 및 준비해야할

자격증, 소양등에대해소개하여새로운진로

탐색의기회를제공하였다.

인천새말초등학교4학년학생들의

식물검역배우기

중부지원은 지난 5.27일 인천시 소재 새말

초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1일

교사(이보영검역관) 기간 동안 만난 158명의

학우들은 식물검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외래병해충의피해를다룬애니메이

션을 시청하였으며 각종 퀴즈풀이를 통해

다양한 상품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은 곤충

표본관람시애완용곤충에대한높은관심을

보였으며국내산사슴벌레등과비교하며외래

종의수입금지사유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

등알찬시간을가졌다.

중부지원『장미축제』의

뜨거운현장속으로

중부지원은지난6.10일청사내장미가만개

하여 본원장님, 과장님 및 중부격리재배관리

소장님 등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장미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미축제는 장미정원 탐방

및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자유만찬을 통해

전직원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중부지원 청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전직원

들이소통화합하는즐거운시간을가졌다.

장미정원탐방 장미축제선포및감사인사

본원장축사및꽃다발증정 자유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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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FTA SPS 대표단방문

중부지원은지난6.15일콜롬비아FTA SPS

대표단 10명의 방문을 맞이하여 지원장 환영

인사, 중부지원 소개, 콜롬비아산 수입식물

검역동향 설명 및 실험실 정밀검사 과정을

설명하고상호교류의시간을가졌다

수출입식물방제업체간담회

중부지원은지난6.16일 (사)한국수출입방제

업체 전무, 방제업체 대표 및 방제기술자 등

14명을 대상으로 방제업체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 훈증약제 사용실태

점검결과교육및건의사항을청취하는시간을

가져 하절기 훈증소독 시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부실소독 방지하는 의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CY 업체간담회

중부지원은 지난 6.22일 관내 대한통운 등

10개 CY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이번간담회는 2010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CY에서 이루어지는 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업체에 당부할 사항을 전달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여식물검역과관련하여상호협력하는

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대만수출배선과장승인서및

선과전문가수료증교부

안양사무소는 지난 6.1일 관내 4개의

선과장에대해대만수출배선과장승인서및

선과전문가(9명) 수료증을교부하였다.

2010년도대만배수출선과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4개(안성 2곳, 화성2곳)의 선과장에

대하여‘10년 5월 6일부터 5월 7일(2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여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2010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교육 시 선과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9명의 선과전문가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면서 대만 배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조를당부하였다.

안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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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식물검역1일교사』행사실시

‘식물검역원? 무엇을 하는 곳일까?’지난

4월29일, 평택대학교소강의실에서무역학과

학생들이궁금해하는모습이었다. 이날평택

사무소(소장 서동식)는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

하는 홍보방법으로 대학생을 직접 찾아가

『식물검역 1일교사제』를 실시하여 기관을

홍보하였다. 본 행사는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여행객이해외여행후국내에반입할수있는

품목과 그렇지 못한 과일 및 흙, 애완용곤충

등 수입금지품에 대하여 동영상과 함께 설명

을하자학생들의많은관심과호응속에식물

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다문화가정대상식물검역홍보

평택사무소는 지난 5월 6일 평택시립안중

도서관에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하는‘한국어교실’수업을 듣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을 홍보하였다.

이 날 실시한 홍보는 기관소개와 함께 식물

검역에대한설명으로이루어졌으며한국어에

서툰 이들에게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보여줌으로써식물검역에대한관심과

이해를높일수있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에서 이주하여 온 여성들은 특히, 고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식물류와 그렇지 못한 수입

금지 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더욱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홍보 기념품

을나누어주며다시한번수입금지품의반입

을자제할것과가족및이웃에게식물검역에

대하여널리홍보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농업용LMO 비의도적환경방출

방지대책간담회실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5월 13일 평택

사무소 회의실에서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업체, 부두하역및선박대리점관계자와함께

농업용 LMO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방지

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간담회는

농업용 LMO 방지대책의 필요성, LMO 작물

국제동향및LMO식물평택항수입현황, 수입

곡류 및 사료용 식물 수송 중 안전관리 기준

및 수입 LMO 식물의 실험실검사방법 변경

내용등을설명하였으며특히, 업체및관계자

에게 운송차량이 부두 및 부두주변을 통과

할시낙곡방지주의사항을당부하였다.

평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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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평택사무소는 지난 5월 18일, 평택대학교

(교수 백종실) 무역학과생 50명이 방문하여

『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식물검역 홍보

영상물을시청하고평택항을통하여수입되고

있는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과 검역관의 검사

과정을 직접 보게 되어 식물검역에 대하여

알게 되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준 평택

사무소에고마움의뜻을전했다.

명예식물검역감시원간담회개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지난 6월 9일

평택사무소 회의실에서 명예식물검역감시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세부활동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입

농산물의 감시와 식물방역법위반 식물의

신고 등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

으로식물검역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협조해

줄것을당부하였다.

열처리업체간담회실시

평택사무소(소장 서동식)는 6월 18일 평택

사무소 회의실에서 관할 열처리 업체 대표자

10명과함께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는 해외

에서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효과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평택사무소관할열처리업체협의회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회의 결과 (주)신흥목재

평택공장의 조광호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며

안정적인 열처리 관리로 검역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협력할것을다짐했다. 



지원·사무소 소식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71

부산농업기술센터와의

상호협력양해각서(MOU) 체결

’10년 5월 7일(목) 10:00~14:00,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이 주관으로 안광욱 영남지원장과

김재숙 부산농업기술센터장 등 11명이 참여

하여 부산지역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 등

관리대책을위한상호협력협약(MOU)을체결

하였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돌발(외래)병해충의

공동 예찰과 방제, 식물병해충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수출식물 검역업무를 공조하는

등부산지역병해충발생예찰및방제에대한

종합적 관리를 수행할 것이며 서로의 기관이

함께발전하는모습으로나아갈수있는좋은

기회가될것이다.

부산항식물검역학생현장체험실시

영남지원에서는 ’10년 5월 11일 및 6월 1일

두차례식물검역학생현장체험행사를실시

하였다. 이번 체험 행사는 한국생명과학고 교

사및학생75명, 경상대학교응용생물학과교

수및학생26명총101명이참여하였다.

현장체험 행사는 식물검역 안내 및 홍보비

디오 시청, 병해충 실험실 검사과정 소개, 주

요 병해충 및 수입식물 표본 소개, 생식물 및

건초류등수입식물검역현장견학등으로이

루어 졌으며, 참여자들은 실험실 검역장비 및

PDA 활용을통한결과처리등첨단장비를사

용한 빈틈없는 검역시스템에 신뢰를 보였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하였다.

업무소통을위한영남지원장특강실시

’10년 5월 17일, 25일 안광욱 영남지원장은

영남지원 대회의실에서「북한산 농산물 검역

요령」및「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검사절차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원 및

사무소직원을대상으로두차례특강을실시

하였다.

영남지원장은 북한산 농산물의 수입검역

현황, 수입경로 및 절차, 원산지 검증요령 등

북한산농산물에대한검역요령과소독처리된

곡물의 검역 안전성 확보 대책 등 전용선박

영남지원

한국생명과학고실험실견학 경상대응용생물학과 CY현장체험

한국생명과학고 경상대응용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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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검사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연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토론을

통한직원의견을청취하였다.

이번 특강은 업무 발전방향에 대한 전달과

함께직원의애로사항등직원의견을청취·

수렴하는소통의기회를가질수있었던좋은

기회로평가된다.

우리농산물수출확대를위한

수출현장방문

영남지원에서는수출현장에기관장이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고객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10년 5월 14일, 21일 영남지원장(안광욱)은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무안농협 수출 고추

선별장과 경남 김해시 대동면 수출 파프리카

농장을방문하여수출현황청취하고생산현장

참관을 함으로써 수출시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하고 검사 인력 지원 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해소하고있다. 

이번 방문은 수출현장에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객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식물검역원과 고객간의

더욱긴밀한신뢰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다.

일사일촌결연마을농촌일손돕기실시

’10년 6월 8일, 30일영남지원장등지원및

사무소 직원 25명은 ’06년도에 결연하여

5년째 유대관계를 맺어온 영남지원 일사일촌

결연마을인 꽃새미마을(경남 밀양시 초동면

소재)을방문하여농촌일손돕기행사를실시

하였다.

직원들은 단감나무 열매솎기, 가지치기 등

일손 돕기와 결연마을 주변 환경미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유대

관계를더욱돈독히하였다. 

또한 결연마을 이장님(박덕석)은 꾸준한

관심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체험

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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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과함께하는식물검역홍보

’10년 5월 26일(수) 김해공항사무소(소장

박창일)는 동서대학교 국제교류센터를 방문

하여 외국인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식물

검역홍보교육을실시하였다.

중국인, 베트남인 등 동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이날 교육에서 식물검역원은 어떤

일을 하고, 검역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해외

병해충 유입사례, 수입금지품 및 금지식물에

대한 설명, 수입가능 식물류에 대한 안내 및

반입 시 주의사항입국 시 휴대 수입식물류

신고방법 및 절차, 휴대식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이해의장을열었다. 

참여자들은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공감

하면서 입국 시 농산물을 휴대반입할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원에 신고하고 이웃에게도

교육내용을알려주겠다고약속하였다.

공공기관합동소방방제훈련실시

호남지원에서는 지난 5.20일 지원청사에서

군산소방서119항만센터와합동으로공공기관

합동소방방제훈련을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호남지원장 등 식물방역관

10명과 소방대원 5명이 참가하여 소방차

2대를 비롯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 화재

발생에 따른 대처요령, 자위소방대의 반

편성별 활동요령 및 화재진압 훈련과 부상자

대피및구조,구급훈련을실시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화재 및 재난 시 응급대처

요령을습득하고소방서와긴밀한협조체계를

구축할수있게되었다.

다문화가정대상홍보교육실시

무안공항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 한 달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군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6일 영암군을 시작으로 13일

강진군, 20일 무안군, 26일 목포·신안군 등

총 5개시군 200여명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실시하여좋은반응을얻었다.

김해공항사무소 호남지원

무안공항사무소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74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교육내용으로는 식물검역 홍보동영상 시청

을 시작으로 식물검역원 소개, 식물검역절차,

국내 반입가능식물 및 금지식물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우리말에

익숙하지않은점을감안, 베트남어, 태국어등

현지어로 된 리플릿과 볼펜 등 홍보기념품을

배부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다.

다문화가족들은이번교육을통해식물검역

절차와 국내 반입이 가능한 식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식물

검역을잘준수할것을약속하였다.

여수공항전세기운항에따른휴대식물

검역및홍보실시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2010년 세계박람회가 진행 중인 중국

상해와여수↔푸동공항간국제전세기취항을

협약함에 따라 4.29.~5.28.까지 총 4회

800여명 규모의 전세기가 운항되었다. 이에

식물검역원 광양사무소는 여수시 및 세관 등

CIQ유관기관과함께원활하고빈틈없는휴대

식물검역을 위해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가졌

으며상해엑스포참관단을대상으로식물검역

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반입된 식물류는

참깨, 땅콩 등

총 85건 421kg

이었으며 금지(품)

식물 반입및처분

실적은없었다.

기관간소통과협력강화를위한

상호방문프로그램실시

광양사무소는 2010년 6월 8일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여수지원 김현주 검사과장 외

3명이 방문한 가운데 광양항『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식물검역 홍보DVD

상영과 사무소내 설치된 홍보관을 통해 식물

검역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광양항 CY에서 검사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수산물품질검사원 또한 자기

광양사무소

영암군

강진군

무안군

목포·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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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역할및임무를소개하는시간을가짐

으로써 서로 다른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수있는좋은기회를가질수있었다.

파프리카호주수출검사

광주사무소는 파프리카 호주 수출을 위해

방충시설이설치된온실보유수출농가(20농가

11ha)와 화순 도곡농협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을 ’09. 9월에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요건지도등수출지원을하였다. 

그리고화물로는처음으로5월31일500kg과

6월22일1,850kg를호주로수출하게되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국산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노력이 ’09. 8월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과 ’10년 6월 농산물 수출로 실질적인 그

결실을맺게된것이다.

호주 파프리카 수출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국 다변화로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가된다.

외래병해충모니터요원간담회개최

제주지원은지난 5. 25일외래병해충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활동요령 안내 및 병해충

발생정보교류를위한간담회를개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

해외병해충의 유입·정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래병해충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높아

져가고있다.

해외병해충 유입을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자연과 농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파수꾼으로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홍보전도사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청정 제주자연 지켜나갈

수있도록적극적인활동을당부하였다.

과학영재반식물검역체험행사실시

제주지원은지난5월 29일식물검역의이해

와 우리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한

『초등학생식물검역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금번 행사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과학

영재반학생을대상으로식물검역원에서하는

일 소개, 식물검역에 대한 동영상 시청, 식물

검역홍보관·표본실관람하였고직원과함께

하는곤충표본만들기체험을하였다.

광주사무소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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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곤충표본 만들기』프로그램 등

다양한 식물검역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대국민 식물검역 정보제공 및 학습공간

으로활용해나갈계획이다.

새우란전시회장식물검역홍보부스

설치운영

제주지원은 지난 4. 28.부터 5. 1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동천회관에서

개최된『새우란 전시회』관람객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운영하였다.

홍보내용은 식물검역소개, 금지식물 및

애완용 곤충 반입 금지 홍보용 표본을 전시

하고 식물검역홍보 리후렛 및 물품을 배부

하여식물검역의기능과역할을알수있도록

하였다.

녹색성장현장체험및

지원의날행사실시

제주지원은6. 25, 26일양일간저탄소녹색

성장및신재생에너지현장체험과직원간화합

도모를위한지원의날행사를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화력

발전소를방문하여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

탈황·탈질설비등발전시설과발전기냉각용

온배수의양어장제공등자원재활용현장을

견학하였다.

또한 열린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오름 등반, 올레걷기

등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유로운시간을가졌다.



저자 : 조지 베일런트

출판사프런티어 | 2010년 1월 | 19,000원

책소개

수십 년 생애가 촘촘히 그려나가는 인생과 행복의 조감도. 70여 년에 걸쳐 추적한 삶의 지혜를

한권으로총결산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삶과서민남성 456명, 그리고여성천재 90명을 72년간추적하며바로이질문에

대한답을찾아왔다. 건강한인간의전생애에걸친전향적연구로서세계적인권위를지닌‘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과학적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적인 기록들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시적 깨달음을 전해준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의 생애를 더듬어가면서, 성공적인

노화에서가장근본적인요소가무엇인지를밝혀낸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 약 72년에 걸쳐 성인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최장기 전향적 종단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전향적 연구’라 함은 연구 대상들이 50대 때

20대 시절에 대해 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20대에 겪은 일은 20대에, 50대에 겪은 일은

50대에 기록하는 식으로 상황의 발생과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엄청난 재원과

연구원들의 끈기, 연구 대상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러한 연구를 끝까지 완결하는 것은

쉬운일이아니다. 하지만하버드대학교연구팀은70여년에이르도록연구를이끌어왔고, 연구

대상의마지막한명이세상을떠나는순간막을내릴것이다.

행복의조건 - 하버드대학교인생성장보고서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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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조지베일런트George E. Vaillant, M. D.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 정신의학분과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랫

동안 그의주된관심사는심리적방어기제에관한경험적연구였으며, 이는‘성공적인 노화’와‘인간의행복’에

관한 더욱 폭넓은 통찰로 이어졌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무려 42년의 세월을 보낸

그이기에, 명실 공히 그의 삶이 곧 연구이고 연구가 곧 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지은 책으로 ≪영성의 진화

Spiritual Evolution≫ ≪성공적 삶의 심리학Adaptation to Life≫ ≪자아의 지혜Wisdom of the Ego≫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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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협조, 한 정신과 전문의의 반평생에 걸친 집념의 산물인 이 연구는.

자칫 진부하기 쉬운 행복에 관한 결론들을 훨씬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가치와 조건들로 표현해

낸다. ‘행복은 선택이다’‘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했다’‘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더 좋은

의사를 만나는 부자보다 늘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다’같은 명제

들은이연구의장점인‘장기적관찰’의힘속에서진짜삶의기록을통해입증된다. 또추상적

이기보다는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의 형태로 독자들에게‘내 행복을

내가좌우할수있다’는가능성을던진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부르는‘행복의 조건’7가지는 타고난 부, 명예, 학벌 따위가 아니

었다.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성숙한 방어기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였다. 나머지는 교육년수(평생교육),

안정적인 결혼생활, 비흡연(또는 45세 이전 금연), 적당한 음주(알코올 중독 경험 없음), 규칙

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이었다.50세를 기준으로 이 7가지 가운데 5~6가지를 갖춘 106명 중

50퍼센트가 80세에‘행복하고건강하게’살고있었다. 그들가운데‘불행하고병약한’이들은

7.5퍼센트에그쳤다. 반면 50세에 3가지이하를갖춘이들중 80세에행복하고건강한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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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 (’10. 1-6월)

’10년 1월부터 6월중수입식물에서검출된

병해충은 총 444종 4,812건이었고 규제

병해충은 152종(34%) 2,509건(52%)이

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47종(33%)

1,040건(22%), 비검역병해충은 145종(32%)

1,263건(26%)이었다.

규제병해충152종2,509건중해충이124종

(82%) 2,366건(94%)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28종(18%) 143건(6%)이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2,296건 97%)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달팽이 33건, 선충 26건, 응애

11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바이러스

59건, 진균 29건, 잡초 28건, 세균 27건이

검출되었다.

잠정규제병해충 147종 1,040건 중 해충이

139종(95%) 1,024건(98%)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병은 8종(5%) 16건(2%)이 검출

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866건 8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선충 73건, 달팽이

59건, 응애 26건이 검출되었고 병의 경우

진균만16건이검출되었다.

비검역병해충 145종 1,263건 중 해충이

100종(69%) 777건(62%)이 검출되었으며

병은 45종(31%) 486건(38%)이 검출되었다.

해충의 경우 곤충(695건 8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선충76건, 응애5건, 달팽이1

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진균 481건, 잡

초5건이검출되었다.

구 분
병해충 총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검출종수 검출건수

총 계 444 4,812 152 2,509 147 1,040 145 1,263

해 충

소 계 363 4,167 124 2,366 139 1,024 100 777

곤 충 류 305 3,857 108 2,296 118 866 79 695

응 애 류 10 42 4 11 4 26 2 5

선 충 류 32 175 9 26 5 73 18 76

달팽이류 16 93 3 33 12 59 1 1

병

소 계 81 645 28 143 8 16 45 486

진 균 59 526 10 29 8 16 41 481

세 균 1 27 1 27 - - - -

바이러스 15 59 15 59 - - - -

잡 초 6 33 2 28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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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2010. 1.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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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967 1,999,234 94 23,134 33,061 56,195 3 

곡류,사료류 등 톤 13,126,831 10,554,817 124 588,352 1,767 590,119 4 

수목류 천㎥ 3,092 2,581 120 2,367 0 2,367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36,773 120,345 114 4,532 583 5,115 4 

수

출

건수 건 39,080 36,571 107 8,245 18 8,263 21 

곡류,사료류 등 톤 90,522 151,866 60 1,140 9 1,149 1 

수목류 천㎥ 5 7 71 3 0 3 60 

묘목,구근류 등 천개 34,630 28,372 122 514 8 522 2 

수

입

건수 건 1,847,887 1,962,663 94 14,889 33,043 47,932 3 

곡류,사료류 등 톤 13,036,309 10,402,951 125 587,212 1,758 588,970 5 

수목류 천㎥ 3,087 2,574 120 2,364 0 2,364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02,143 91,973 111 4,018 575 4,5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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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2010. 1.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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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39 97,479 118 22,931 620 23,551 21 

곡류,사료류 등 톤 13,114,580 10,543,529 124 588,349 1,657 590,006 4 

수목류 천㎥ 3,092 2,581 120 2,367 0 2,367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36,331 119,705 114 4,520 563 5,083 4 

수

출

건수 건 28,291 26,156 108 8,240 6 8,246 29 

곡류,사료류 등 톤 90,288 151,628 60 1,140 9 1,149 1 

수목류 천㎥ 5 7 71 3 0 3 60 

묘목,구근류 등 천개 34,480 28,246 122 514 8 522 2 

수

입

건수 건 86,448 71,323 121 14,691 614 15,305 18 

곡류,사료류 등 톤 13,024,292 10,391,901 125 587,209 1,648 588,857 5 

수목류 천㎥ 3,087 2,574 120 2,364 0 2,364 77 

묘목,구근류 등 천개 101,851 91,459 111 4,006 555 4,561 4 



검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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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2010. 1. 1. ∼ 6. 30.

식물명 단위
'10(A) '09(B) 대비(A/B, %)

주요 상대국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수

출

새송이버섯 톤 603 1,149 345 434 175 265 미국,캐나다,호주

단감 톤 84 332 73 160 115 208 태국,베트남

종려묘목 천개 29 41 15 23 193 179 네덜란드,싱가포르

심비디움절화 천개 75 123 65 73 115 168 일본

백미 톤 147 1,918 114 1,226 129 156 호주,뉴질랜드

장미절화 천개 307 9,588 260 7,300 118 131 일본

대두박 톤 10 11,132 63 81,358 16 14 일본

느타리버섯 톤 286 46 513 573 56 8 호주,캐나다,괌

수

입

양배추 톤 85 2,357 6 104 1,417 2,277 중국

양상추 톤 204 2,215 18 175 1,133 1,267 중국

옥수수 톤 423 1,122,491 249 671,363 170 167 미국,브라질

자몽 톤 184 3,777 110 2,303 167 164 미국

오렌지 톤 5,816 100,652 3,781 65,022 154 155 미국

알팔파건초 톤 726 78,173 484 51,462 150 152 미국

바나나 톤 3,905 170,686 2,989 134,172 131 127 필리핀

포도 톤 1,545 31,002 1,307 26,220 118 118 칠레

밀 톤 412 1,157,900 350 992,173 118 117 미국,캐나다,호주

콩 톤 374 649,550 358 572,210 104 114 미국,중국

냉동고추 톤 828 65,381 971 71,135 85 92 중국,베트남

카네이션절화 천개 74 8,847 75 9,864 99 90 중국

건고추 톤 109 4,381 132 5,966 83 73 중국

생강 톤 149 4,333 254 6,266 59 69 중국

양파 톤 228 9,280 377 20,967 60 4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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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진

전 보

소속 직 급(위) 성명 발령직급 발령일 비고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기능8급 강영희 기능7급(사무실무장) ’10. 6. 7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기능8급 김근숙 기능7급(사무실무장) ’10. 6. 7

소속 성명 발령부서 발령일 비고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박성숙 국제검역협력과 ’10. 5. 10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 김옥연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0. 5. 10

운영지원과 이성원 남부격리재배관리소 ’10. 5. 24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노봉래 호남지원 ’10. 5. 24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김건태 운영지원과 ’10. 5. 24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이혜선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10. 5. 24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정상미 영남지원 운영지원과 ’10. 5. 24

영남지원 검역2과 고정은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10. 5. 24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박인규 영남지원 마산사무소 ’10. 5. 24

영남지원 박종호 영남지원 검역2과 ’10. 5. 24

인천공항지원 검역2과 공혜영 인천공항지원 운영지원과 ’10. 5. 24

농식품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규억 운영지원과장 ’10. 6.  8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김기돈 중부격리재배관리소 ’10. 6. 3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유명혜 영남지원 검역2과 ’10. 6. 30

중부격리재배관리소 전낙범 충청남도 ’10. 6. 30

영남지원 검역2과 김혜림 경상남도 고성군 ’10. 6. 30



84 식물검역정보 | NPQS NEWS

원내동정 / 인사이동

휴직 및 복직

퇴 직

소속 성명 기간(기관) 발령일 비고

국립식물검역원 오윤정 2010.06.10 ~ 2011.06.09 '10. 6. 10 휴직연장

국립식물검역원 전명승 중부지원 운영지원과 지원 '10. 6. 14 복직

국립식물검역원 손정금 2010.06.19 ~ 2011.06.18 '10. 6. 19 휴직연장

소속 성명 발령일자 비고

운영지원과 조원량 ‘10. 6. 3

중부지원 서울사무소 정운진 ‘10. 6. 30

국립식물검역원 김후동 ‘10. 6. 30



N
a
ti

o
n

a
l 
P

la
n

t 
Q

u
a
ra

n
ti

n
e
 S

e
rv

ic
e

85

여름철에보신하기위하여닭에인삼, 대추, 마늘등의재료을넣고, 

푹 고아서먹는한국전통보양식삼계탕...

대표적인보양음식인삼계탕에대해알아보기고하자.

알고있으면힘이되는정보

쉬어가는페이지

삼계탕

약 병아리에 인삼·황기·대추·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을 삼계탕이라고 한다. 여름철의 건강을 돕기 위한 보양

음식의하나로, 초복·중복·말복의절식으로애용된다.

요즈음에는 양계법이 발달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병아리를 부화

시키고 있으나, 예전에는 봄철에 둥우리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여름철이면 400∼500g쯤 되는 중병아리로 자라게 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여름철의더위를이길수있는영양식을만들게된것이다.

함께 넣은 인삼·황기·대추는 우리나라 토산의 한약재이므로, 계삼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있는약식동원(藥食同源)의 개념이짙게들어있는음식의하나라고특징지을수있다.

계삼탕을 만드는 법은 병아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배 안에다 찹쌀·인삼·황기·대추 등을 넣고 실로

꿰매어 돌솥이나 뚝배기에 넣고 물을 부어, 강한 불에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에 1시간 쯤 푹 곤다.

인삼이나 황기의 성분이 닭의 여러 성분과 어울려 충분히 우러나고, 찹쌀이 무르고 국물이 알맞게

졸았을 때 불을 끈다. 이것을 그대로 먹거나 꼭 짜서 즙액만을 먹기도 한다. 먹을 때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맞추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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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헌을 보면 닭을삼삼하게 고아 여러 가지 재료와함께 찜이나 국의 형식으로 만든요리는 많이 찾을 수

있으나 삼계탕(혹은 계삼탕)이라는 명칭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조리 형태가 비슷한 칠향계라는

음식도 삼이 아닌 도라지를 넣어 만들었다. 아마도 삼계탕이 일반화 된 것은 인삼이 대중화 되면서 가능해진

일일 것이다. 현재의 삼계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요리는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1934)에 등장하는데

이때도인삼가루한숟가락을넣었을뿐이다.

1951년 동아일보 12.2일자 기사를 보면 보건부에서 전쟁기 물가를 잡기 위해 음식점 가격 단속을 위한 기준

음식가격을고지한기사가있다. 이때 요리가격표에등장하는음식명중에는닭고음이라는것이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은 닭고기의 계절이다. 삼계탕은 특히 삼복(三伏) 때가 되면 한국인이라면

으레 한두 번쯤은 먹어야 하는 대표적인 여름나기 보양식이다. 복날이 가까워 오면 전문 음식점이 아니

더라도 일반 음식점에서도 삼계탕을 취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닭고기는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여름철 일정기간에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삼계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김치, 떡, 전주비빔밥, 소주, 막걸리, 고추장, 된장, 청국장, 불고기, 냉면, 자장면 등

과함께식생활부문에당당히선정되었다. 

또 삼계탕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손꼽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한류스타가 되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찾는 음식이 된 삼계탕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그릇에 담기는 특성상 의인화되어 여름이

되면사람들의입에오르내린다. 삼계탕을주인공으로한유쾌한노래까지만들어낼정도이다. 

‘머나먼저승길허기질세라/ 대추밤찹쌀미리얻어먹고/ 지옥물에목욕재개하고나니/ 골수녹아내려녹작

지근한몸뚱아리 // 인삼하나끌어안고 / 볼썽사납게다리꼬고누워 / 누드쇼는하지만 / 버젓한한류스타

이기에여한은없다 // 젓가락으로잔인하게꼬집어도좋으니/ 뼈마디마디깔끔하게해탈시켜주길’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소설에서 삼계탕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고, 중국의 유명 영화

감독 장이머우(張藝謨)는 삼계탕을‘진생 치킨 수프’라 부르며 한국에 올 때마다 찾는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외국관광객들도가장맛있게먹은한국음식으로전주비빔밥과더불어삼계탕을꼽는데주저하지않는다. 

명칭에서 보듯 삼계탕은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인 닭고기와 예로부터 만병통치의 영약으로

확인된인삼의환상적인만남으로이루어진최고의전통음식이다. 영양학적으로도닭은돼지고기보다섬유가

가늘고, 연할 뿐 아니라 지방이 근육 속에 섞이지 않아 맛이 담백하고 소화 흡수도 잘 돼 다른 육류에 비해

성인병의 위험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예로부터 백년손님인 사위에게 씨암탉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최근에는다이어트를하는여성들도닭가슴살을이용한요리를많이들이용한다. 

요즘 삼계탕은 부재료로 녹각(사슴뿔)에 밤·황기·당귀·잣 따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이고, 자연산 전복을

껍질째 넣거나 낙지가 들어가는 삼계탕도 있다. 한 그릇에 30만원이나 한다는 홍삼을 넣은 홍계탕까지

나왔다. 인삼 외에 동충하초· 감초· 황기· 녹각 등 온갖 한약재가 다 들어가는 '한방 삼계탕'이 나온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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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고, 낙지와 꽃게·전복 등을 넣은 '해물 삼계탕'까지 등장하는 등 삼계탕도‘퓨전화’되고 있다.

뚝배기나 돌솥이 아닌 대나무 통에 닭을 넣고 찌는 '대나무통 삼계탕'이 있는가 하면 끓는 물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삼계탕도 나왔다. 최근에는 삼계탕 한 그릇 먹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닭한마리를반으로갈라넣어만든 '반계탕(半鷄湯)'을 취급하는음식점도생겨났다.

그러나 진짜 삼계탕 맛은 애지중지 키우던 씨암탉을 사위올 때 가차 없이 목을 비틀었던 우리네 장모님들

처럼집에서모이주고“정상적”으로키워잡은장모님표삼계탕이다.

여름철에 보신하기 위하여 닭에 인삼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이다. 복중에 먹는 음식은

더위를 이기는 힘을 길러주는 원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

에는 더위로 인하여 양기가 밖으로 몰리면서 내부는 허한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따뜻한 음식을 통해 양기를

보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허해진 양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삼계탕이다. 삼계탕의 재료인 닭은

5~7개월까지의 영계를 사용 하는데, 닭고기는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육류를 꺼리는 성인들에게 좋은

식품이며, 비만을 방지해주고, 성인병의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다.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쇠고기보다 우수

하고, 닭고기는 육질을 구성하는 섬유가 가늘고 연하며, 또 지방질이 근육 속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 된다. 닭고기에는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이 많고, 또 닭날개 부위에 많은

뮤신은성장을촉진하고성기능과운동기능을증진시키며단백질의흡수력을높여준다. 

삼계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인삼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앞당긴다.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빈혈예방에 좋고, 만성위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식욕을

돌게 하고 피부 세포에 원기를 불어 넣어 기능을 개선시킨다. 피부면역 강화, 각종 세균 감염으로부터 인체

보호, 종기, 피부병, 여드름, 기미, 무좀 등에 약효가 뛰어나고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기억력, 분별력 등

뇌기능을 높여 학습능력 향상에 좋다. 사포닌 외에도 유효성분이 들어 있어 암세포 증식을 막을 뿐 아니라

원기회복치유에도도움을준다. 

부재료로들어가는찹쌀은삼계탕이완전한한그릇식사가되기에충분할뿐만아니라심하게땀을흘리거나

잦은 소변, 피로 등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고, 강장제 구실을 하는 마늘과, 기운을 돋워주고 노화를 막는

밤과 대추, 장수식품인 은행 등의 효능을 함께 누릴수 있다. 삼계탕은 닭고기와 인삼이 조화를 이룬 한국

전통의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이다. 더위라는 환경이 사람의 체력을 저하시키고 체내의 단백질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지방이적고조직이부드러운고기를먹는것이좋은데, 이에 가장적합한것이삼계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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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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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식물에해로운해외병해충이

국내에들어오는것을차단함으로써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자원을보호하는

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 식물검역기관주소및전화번호 ]

국립식물검역원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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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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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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원 051
46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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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739

제주지원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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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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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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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