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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전국의 국제 공·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 등을

검사하여외래병해충이유입되는것을차단하고있습니다.

외래병해충의예찰및방제
유입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발견병해충에 대한 초동방제를

통해외래병해충의국내정착·확산을방지하고있습니다.

수출식물검역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맞도록 농장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우리농산물의수출증대에기여하고있습니다.

수출입식물검역무엇이든물어보세요!

www.npqs.go.kr

1588-5117종합상담전화

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
시켜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공익신고자포상안내
부팽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
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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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방문등편리한방법으로신고

식물검역원지원 : 홈페이지「원장과의 대화방」,「부조리신고센터」등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에게서면, 전화, FAX, E-mail등의방법
으로신고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ㅣ FAX 031)420-7603
E-mail his58@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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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정보 NPQS NEWS

기획특집
세계의식물검역제도 - 미국

미국

국가개황

일반개요

쪾위치: 북아메리카대륙

쪾수도: 워싱턴D.C

쪾언어: 영어

쪾종교 : 개신교(52%), 가톨릭교(24%)

쪾면적: 963만㎢(한반도의 42배)

쪾인구: 약 30,721만명(’09. 7.)

쪾기후: 온대또는냉대

자연/지리

쪾미국은자연지리학적으로볼때 5개의주요지역군으로나눌수있다. 대

서양연안평야지역, 동부와남동부의애팔래치아산맥지역, 미국의중앙

부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내륙평원’, ‘북아메리카 코르디예라 산계,

그리고이산계의지맥에속하는서부의’산간고원‘등으로구분된다.

쪾미국은국토가넓어연안과내륙에서커다란차이가나, 지역에따라다

양한기후를나타낸다. 툰드라와한대침엽수림기후의알래스카, 상하의

섬인하와이를제외한미국본토의대부분은온대와아한대(냉대) 기후에

속하고플로리다남쪽에서열대기후를보인다. 

경제/산업

쪾선진자유무역경제를표방하는미국은국민총생산(GNP)에있어세계최

강의경제대국이며, 1인당국민소득에있어서도최고수준에속한다. 미

국의부는부분적으로풍부한천연자원에힘입고있다. 

쪾미국은세계제1의농업국인동시에세계최대의농산물수출국으로, 옥

수수, 밀, 콩등의국제시장점유율이매우높다. 1980년의한해로인한

감산도 곧 회복되어, 81년에는 증산으로 나아갔다. 총 노동인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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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농업인구(농업, 어업)의비율은서서히낮아져서 2008년에는 1.2%를나타냈다. 주요농작물

은옥수수, 밀, 콩, 목화, 쌀, 담배, 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등이다. 

사회/문화

쪾미국은외국으로부터계속되는이주자와그 2세, 3세가주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다민

족국가이다. 그동안남북전쟁과세계대전,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의항공기테러사건등몇

번의위기도있었으나, 인종과민족의배경을넘어서미국국민으로서의국가의식을점차강

화해왔다. 성조기는 그 상징이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미국인이라는 이미지도

피부색을넘어서미국적인사회와문화위에정착한국민적인공통성이라하겠다. 

쪾미국의사회·문화는종합적·다각적이다. 광대한국토, 강력한주권(州權)에의한지역적인

특색, 다인종·다민족으로이루어진인구구성등이그주요원인이다. 1790년제1회국세조

사 당시 국민의 약 80%는 백인이었고, 백인의 약 61%가 영국계였다. 그래서 건국 때부터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지배적이어

서독립후에도미국문화는영국을모방하는경우가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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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정보 NPQS NEWS

쪾넓은국토에비해인구밀도가매우낮아집밖에서의육체노동이늘어남에따라생활자체의

요구가선행되어미국의독자적인문화발전이늦어졌다. 그러나인디언과넓은토지를상대

로하는일상생활속에서미국문화의기반은점차로배양되어갔다. 이렇게미국의독자적문

화가형성된것은먼로선언이나오고미국인이라는의식이높아지게된 1830년대이다.

미국식물검역기관

조직

쪾 미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미동식물검역원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식물보호 및 검역부(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에서식물검역을관장하고있음.

쪾식물보호및검역부(PPQ)는기능별로 7개의부서로나누어짐.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Making and Regulatory Program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쪾 수출식물검역, 수입재식용식물검역, 비재식용식물의 정밀검역, 병해충위험분석 및 분류동

정, 수입식물의소독및폐기

쪾국내검역및병해충박멸(방제)업무

쪾국제협력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쪾휴대로수입되는식물의현장검사

쪾화물로수입되는식물의현장검사(비재식용에한함)

쪾수입목재포장재의검역

쪾수입CITES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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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 검역절차도

APHIS의조직

쪾본부에 6개국이있고청장직속으로 3개담당관이있으며, 국내동식물보호및방제업무와

수출입동식물검역업무를동시에수행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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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정보 NPQS NEWS

식물검역제도

미국의과실및채소류수입규정(Q-56) 요약(과실및채소류)

■ 319.56-1 검역고시(Notice of Quarantine)

쪾농업부장관은미국영토내로유해한식물병해충및잡초의유입, 전파를막기위하여식물

및식물성산물의수입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음

■ 319.56-2 용어정의(생략)

■ 319.56-3 과실및채소류수입에관한일반요건

a.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 함

b. APHI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상업용, 비상업용 불문)

- 예외 : 건조, 가공(단, 냉동품, 일부 밤이나 도토리류는 수입허가 필요)

c. 지정된 반입항을 통해 수입되어야 함

d.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함

e. APHIS는 일과시간 중 정규 근무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함

f. APHIS는 동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채소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319.56-4 과실및채소류에대한수입허용

a. APHIS 청장은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을 허용(이러

한 품목의 종류 및 수입요건은 아래의 웹 사이트에 게시)

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

b. 지정된 관리방안

- 도착지 검사

-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PC에 원산지 기재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 현지검역

- 상업용 화물로만 수입

c.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기 허용되어 있던 품목은 달리 언급되지 않은 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 가능

- 기 허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PRA를 실시

-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할 경우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게재

- 결과에 반하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입허가서를 발행

d. 고시일 이후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충분치 않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수

입요건을 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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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 319.56-5 병해충무발생지역

쪾검역병해충이전혀존재하지않는지역으로부터또는일부검역병해충이존재하지않는지

역으로서나머지검역병해충에대해서는다른위험관리방안을적용하여과실및채소류를수

입할수있음

a. 병해충 무발생지역 인정 시 IPPC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

b. APHIS는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판정,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검출 시 조치에 관하여 승인

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함

c. 병해충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연방관보에 60일간 공고하여 의견 수렴

d.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동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무발생 지위를 취소하며, 무발생지

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a와b의 절차를 거쳐야 함

e. 병해충무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실, 채소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과수원 또는 생산자의 이름, 생산된 지역명, 과실의 종류 및 수량을 박스에 표시

- PC에 병해충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

- 운송 과정에서 재감염 방지조치

■ 319.56-6 신탁기금협정

쪾 APHIS 검역관이수출국에서검사를수행할경우, 수출국의NPPO는비용부담에관하여수

출당사자와협정을체결해야하며, 여기에는모든행정적비용과급여(초과근무수당, 연금포

함), 여행경비(일비포함), 및기타소요비용이포함되어야함

■ 319.56-7 영토의적용및예외

쪾검역병해충이전혀존재하지않는지역으로부터또는일부검역병해충이존재하지않는지

역으로서나머지검역병해충에대해서는다른위험관리방안을적용하여과실및채소류를수

입할수있음

a. 이 규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b. 괌으로 수입되는 과실, 채소(한국산의 경우)

- Allium(지상부 제거), artichoke, 바나나, bell pepper, 양배추, 당근, 샐러리, 배추, 감귤류, 

가지, 포도, 상추, 멜론, 오크라, 파슬리, 콩, 감, 감자, rhubarb(대황), 단호박, 핵과류, string

bean(깍지콩), 고구마, 토마토, turnip greens(순무잎), 순무, 수박

- 풋옥수수

- 기타 미국 영토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것

(단, 코코넛 잎으로 만든 바구니, 상자는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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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56-8, 9 : (Reserved)

■ 319.56-10 캐나다산과실및채소류수입 : (생략)

■ 319.56-11 건조또는가공된과실, 채소, 견과및콩류의수입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허가서나 PC가 필요하지 않음

b. 밤 및 도토리

c. 미탈각 마카다미아 : St. Eustatius산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지

■ 319.56-12 냉동과실및채소류의수입

- 운송 도중 및 도착 시 화씨 2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급속냉동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목록은 305.17 참조

■ 319.56-13 특정조건에따라수입가능한과실및채소(한국산의경우)

- dasheen(타로) : 포장상자에 '괌으로는 반입 및 유통 금지‘ 표시

- 배 : 현지검역

- 딸기 : 9.15~5.31 사이에만 수입 가능

※국가별, 품목별수입허용요건은 http://epermits.aphis.usda.gov/manual 참조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8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검역소식

9

검
역
정
보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변경 전

? ?

변경 후

변경 전
(깔데기, 고무호스, 클립)

식물검역공무원검사장비특허획득

식물검역공무원이검역소요시간을절반으로줄일수있는해충검사장비를발명하여특허를획득했다. 

이번「선충분리장치」는 선충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08.11.27일출원하여’09.5.1일특허가결정(특허출원번호 10-2008-0118519) 되었다. 

※선충은식물류에기생하면서피해를주는극히작은해충으로서현미경으로만확인이가능하며, 소나무

에큰피해를미치고있는소나무재선충이대표적인선충피해사례이다. 

특허를취득한공무원은국립식물검역원중부지원에근무하는박인탁농업주사로서묘목류수입이증가하

여선충검사수요가많은반면기존방법으로는선충채취가어렵고시간이많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쉽

고빠르게선충을분리해낼수있는장치를발명하게되었다.

한국산신선버섯류필리핀수출가능해져

- 한ㆍ필리핀식물검역당국간수출협상타결- 

한국산팽이, 새송이, 느타리, 만가닥, 표고버섯등 5종의버섯이금년 5. 20일부터필리핀으로수출이가능
해졌다. 

‘08.10월필리핀측에수출허용을요청한이후, 한ㆍ필리핀검역당국간긴밀한협의를통하여노력한결과
한국산버섯의필리핀수출이가능하게되었다

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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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버섯을필리핀으로수출하기위해서는국립식물검역원의수출검사에합격되어야하며「재배에사용
된배지가멸균처리되었고, 유해병해충이없다」는내용이기재된식물검역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신선버섯류는농림수산식품부의 30대수출유망품목으로선정되어있으며, 금번협상타결로수출증대가
예상된다. 

북미로출항하는선박에대해아시아매미나방부착여부모니터링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은 아시아매미나방(AGM)이 분포하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경유하여 북미지역으로
입항하는선박에대한검사를의무화하려는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의논의동향에대비하여금년부터
아시아매미나방의산란기인 6월부터 9월까지부산, 울산, 동해등 11개항구에서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멕
시코)으로출항하는일부선박(77척)을대상으로아시아매미나방의부착여부를모니터링한다. 

이에앞서 2009. 5. 20.(수), “인천항”에서국립식물검역원주관으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관계관,
업계관계자등이참석한『2009년도아시아매미나방선박모니터링설명회및시연회』를개최하였다. 

아시아매미나방은 600여종의과수·수목을가해하는해충으로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등에분포
하고있으며, 6~9월중항구에정박중인선박의불빛에유인되어선박에알을낳는습성이있다. 

- 아시아매미나방이분포하지않은북미국가(미국, 캐나다)는선박을통한아시아매미나방의유입을방지
하기위해러시아, 일본의일부항에서출항하는선박에대한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까지
이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중에있다. 

※ NAPPO : 북미지역의 통합 식물 검역 및 보호 기구로“북미식물보호기구 (North America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라하며, NAFTA 체약국인미국, 캐나다, 멕시코가속해있다.

<첨부> 아시아매미나방의특징

■ AGM(Asian Gypsy Moth) :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분포하며 600여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산림해충

쪾 학명(영명) : Lymantria dispar (Linnaeus) (Gypsy moth)

쪾 분류학적 위치 : Lepidoptera (나비목) Lymantriidae (독나방과)

쪾 분포 :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

쪾 기주 : 산림·과수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일반 수목류 등 다양함

쪾 생태 : 년 1회발생하고난괴로월동한다. 월동난은 5∼6월부화하는데, 주간에는으슥한곳에머물러있고,

야간에 잎으로 이동하여 폭식한다. 7월 상순에 나무가지 사이에다 엉성한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며

7월 중하순에 성충이 나타나 월동 난을 낳음

쪾 형태 : 수컷성충은흑갈색이며날개를편길이가 50mm이고, 암컷은유백색바탕의날개에담홍색의띠가 4개

있으며, 날개의 외연에는 흑색점이 줄 지어 있고 80mm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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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역
정
보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10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11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검
역
정
보

성 충 알덩어리(난괴)

불빛에 유인되는 모습

불빛에 유인되어 산란한 모습 정박중인 선박에 산란한 모습

난괴 제거 모습 선박의 감염여부 검사

AGM의난괴, 유충및성충의 (부착)형태

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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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부터선박도해충부착여부검사받아야

금년 6월부터 9월까지우리나라를방문한후미국, 캐나다, 멕시코등북미 3개국으로향하는모든선박에대해서아

시아매미나방부착여부를검사함. 

쪾금년도에는선박회사에서자율적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국립식물검역원에통보하면됨. 

※선박자율검사관련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홈페이지

(www.npqs.go.kr/homepage/bulletin/bulletin01_view.asp)에게재되어있음

선박에대해서도해충부착여부를검사하는것은아시아매미나방이선박에산란하는습성으로선박을통해전파될수

있기때문임. 

쪾현재북미국가는러시아·일본일부항에대해서출항전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도확대를추진하고

있어이에대비하기위함. 

국립식물검역원은우리나라를출발한선박에아시아매미나방이감염되지않도록국토해양부, 산림청등과협력하여

항구주변지역에대한예찰방제활동및선박모니터링조사를실시할예정임. 

〔참고자료〕

■ 선박자율검사 검사절차
쪾 선박회사가자율적으로선박검사실시: 국립식물검역원이작성배부한『아시아매미나방감염방지를위한선박

자율검사 매뉴얼 및 리후렛』에 의해 검사실시

쪾 자율검사결과는『선박 자율검사 신고서』에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

쪾 북미국가 도착항 검사결과도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

※ 지난해 6~9월중에 북미 3개국으로 향한 선박은 786척임 (국토해양부 자료) 

■ ’08 미국 도착항에서의 선박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쪾 총 18척의선박에서아시아매미나방감염이확인되었고, 우리나라경유선박 3척도아시아매미나방이발견됨.

쪾 아시아매미나방이발견될경우해당선박은영해밖에서아시아매미나방을제거한후재검사(약 1주일소요)를

받거나, 심하게 감염된 경우에는 입항거부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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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 5개식물검역국제기준채택

제4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본부에서 170여

회원국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 IPPC는 1951년병해충의국제적인유입및확산을막기위하여제정되었으며, 식물검역국제기준제정,

협약의해석및운영을협의하기위하여매년총회를개최

금번총회에서는‘위험도에따른품목분류’등 5개의국제기준제·개정문제, 병해충의무발생지역의국

제적인정, 식물위생증발행공무원의적용범위등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쪾위험도에따른품목분류 : 병해충이감염될수없는가공처리대상품목은식물위생증발행및검사대상에

서제외

- 냉동및건조처리는병해충위험이완전히제거될수없는점을감안하여식물위생증요구대상으로분류

쪾방사선소독처리 : 과실파리등총 8종의해충에대한소독처리기준채택

- 수입검역과정에서살아있는성충형태로발견될수있는 6종의해충은금번기준채택에서보류됨

쪾목재포장재기준 : 현행목재포장재기준에재사용, 보수, 재제작등기준을새로이설정

-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시기화기사용은필요시하기로합의

쪾병해충무발생지역(PFA)을 IPPC차원에서국제적으로인정하는문제는식물병해충이다양하고병해충무

발생지역의상태가계속변할수있는점을감안하여국제적인정을하지않기로합의

쪾’08년도’국제기준마련을위한아·태지역워크숍‘을한국측주관으로개최한데대해 IPPC사무국장과

총회의장은여러차례감사를표시했으며, 우리나라는’09년 9월‘국제기준마련을위한아·태지역워

크숍개최계획을공표하였음

이번회의기간동안우리나라대표단은우리농산물수출허용및검역규제완화를위하여여러국가및지역

식물보호기구식물검역책임자와만나양자간협의를하였다. 

쪾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NAPPO)의아시아매미나방(AGM) 분포국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에대

한선박검사의무화계획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 IPPC의정신에따라병해충의유입예방을목적으로

하되, 국제교역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여야함을강조하면서규제조치의완화를요청하였음

- NAPPO측은규제조치를국가단위가아닌지역단위로완화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힘

쪾한국산분재에대한 EU측의긴급수입제한조치(’08.10) 완화요청에대하여, EU측은긴급조치는수입과

정에서검역해충인알락하늘소가자주검출되어수입분재를통한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이해충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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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모든국가에대해취한불가피한조치임을설명하면서 2년간의망실요건을통한집중관리가필요

하다는입장을표명

쪾우리나라산감귤, 딸기, 파프리카, 메론, 버섯의대필리핀수출허용요청에대하여, 필리핀측은현재감

귤류는위험평가절차가완료되어의견수렴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 버섯은비교적위험평가절차가용이

하므로빠른시일내그결과를회신하겠다고답변함

쪾우리나라산십자화과채소종자(8종)의대브라질수출추진과관련하여, 브라질측은조만간최종수입요

건(안)을마련하여입법절차를밟을예정이라고밝혔음

우리나라대표단은금번국제기준의채택과관련하여과학적근거와합리적인논리를토대로검역적안전

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함으로써효과적으로우리입장을반영하였으며, 또한우리나라농산물

의수출허용요청과규제완화를위한양자협의를적극추진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상반기수출입식물검역총 97천건검사

- 수출검역은지난해보다 12% 증가-

상반기수출입식물검역은총 97천건으로전년동기(106천건)대비 8% 감소하였으나, 수출검역은지난해보다

1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쪾수출은전년동기대비 5개월연속증가추세에있으며, 주요품목으로는일본으로백합절화·장미절화·

양배추, 대만으로사과·배추·상추, 중국·미국으로팽이버섯, 싸이판·괌으로당근·무등이다.

반면에수입검역은경기침체및현지농산물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 14% 감소하였다.

쪾수입은전년동기대비 8개월연속감소하다가 6월들어소폭상승하였으며, 주요감소품목으로는사료

류(-24%), 화훼류(-22%), 과실류(-17%), 곡류(-17%) 등이다.

- 세부적으로는사료용옥수수(-38%), 오렌지(-35%), 카네이션절화(-30%), 밀(-25%) 등이큰폭으로감

소하였다.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발견된병해충은총 457종 5,421건으로이중검역대상병해충인 284종 3,665건을

폐기·반송하거나소독조치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지속적인수출증가추세를감안하여수출재배단지관리부터최종수출검역까지연중상

시수출지원체제를운영하는한편,

쪾하반기국내경기활성화에따른식물류수입증가에대비하여수입동향을지속점검하고시기별·품목

별특별검역기간을운영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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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공적방제로농작물폐기(소각·매몰)시보상실시

■ 농식품부·식물검역원, 감자걀쭉병등피해국가보상근거마련

감자걀쭉병등외래병해충방제과정에서발생한농작물피해를국가가보상해주는근거가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8호‘외래병해충공적방제손실보상기준’을 6월30일자로고시했다.

이기준에따르면외래병해충의매몰·소각등으로농가가농작물을폐기할경우국가는농작물피해와소

독과정에서 쓰인 비용을 보상해준다. 다만 방제는‘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적방제대상병해충의박멸을목적으로하는경우만해당된다.

보상기준은 1년생작물의경우수확된농작물은수익이되는부분의무게로하고, 재배중인것은예상량을

기준으로하되최근 5년간전국평균생산량중최고·최저치를뺀나머지 3년치로하기로했다. 단가는서

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보통품평균가격이적용된다.

과수등다년생식물과기타실험실배양묘등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규칙’규정을준용하거나감정평가사의평가액을따르도록했다.

올해감자걀쭉병전국일제방제및긴급방제를실시한농가는“이기준에따라감자걀쭉병방제농가에대

한손실보상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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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 한국산사과배복숭아생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식검고시제 2009-33호, ’09. 7. 6)

■ 주요개정내용
쪾전담지도사가복숭아심식나방예찰을실시하되인력이부족할때에는전담지도사의책임하에예찰요원

또는전문기관용역을통해예찰업무수행(제3조다항)

쪾대만수출선과장승인취소제도도입(제3조다항)

- 선과장의구비요건에미비하여시정요구에도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 선과장소유자또는관리인이부정불법수출에관련된경우

- 선과장이부정불법수출에이용된경우

- 선과전문가가선과를실시하지않는사실이식물방역관에게 2회이상적발된경우

- 수출용과실선과기간중선과장내해충발생등청결상태가유지되지못하여식물방역관에게 2회이

상적발된경우

쪾 5월에서 10월까지는일몰후선과, 포장작업및컨테이너적재작업등선과관련작업중단(제3조라항) 

쪾수출검사에서복숭아심식나방이외의살아있는나비목유충이발견되면해당검사신청건은불합격조

치(제5조라항) 

■ 고시명 : 외래병해충공적방제에따른손실보상기분(농식품부고시제2009-58호, ’09. 6. 30)

■ 외래병해충공적방제손실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식물방역법」제36조, 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따라공적방제과

정에서발생된손실에대한보상의세부기준등을미리정하여병해충전파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차단하

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정의)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적방제”란식물방역법제31조및제36조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공적방제대

상병해충의박멸을목적으로실시하는방제를말한다.

2. “공적방제대상병해충”이란 외래병해충중식물방역법상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또는이와유사한위

험이있는것으로평가된병해충으로서외래병해충방제대책위원회에서공적방제가필요하다고결정된

병해충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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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실보상의대상) ①손실보상의대상자는해당방제작물의소유자또는공적방제명령을받은자로

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것은손실보상 대상에서제외한다.

②손실보상의대상작물은외래병해충공적방제대상작물로한다.

제4조(손실보상의범위) 손실보상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공적방제대상병해충의국내유입이

손실보상대상자의고의·과실등위법한행위로인한경우에는해당손실보상대상자의손실은보상하지

아니한다.

1. 매몰·소각등폐기, 식물의양도또는이동을제한하거나금지함에따라발생한손실

2. 소독에따른약제비, 소독·폐기조치에따른인건비, 토지굴착비, 운송비, 시설·장비임차료및기타

재료비

3.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공적방제에따라발생된것으로인정하는손실

제5조(손실보상의신청)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손실보상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2호

서식의손실보상청구서에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도지사에게신

청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방제이행확인서사본(시·군이확인한다. 다만, 식물검역원이긴급방제를명한경우에

는 시·군및식물검역원이합동으로확인하여야함)

2. 소독약제비, 소독·폐기에따른인건비, 토지굴착비, 운송비, 시설·장비임차료또는기타재료비구

입에관한증빙서류

3. 그밖에손실보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

제6조(손실보상액산출방법등) ①손실보상액의산출방법은별표 1과같다

②관계공무원은공적방제명령이전에방제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손실보상액산정방법등을설명하여

야한다.

제7조(손실보상액결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40조에따른손실보상의신청이있

는경우신청액을최고한도로지체없이보상여부를결정·통지하여야한다.

제8조(보고) 시·도지사는외래병해충공적방제에따른손실보상신청을받은경우신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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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제3호서식의공적방제손실보상액산출내역집계표

2. 손실보상청구액의적정여부에대한검토의견서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감자걀쭉병을 공적방제하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 규정
에 따라 보상한다.

④ (전문게재)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고시개정목록

■ 주요개정내용
쪾식물방역법및하위법령의개정시행에따른“수입금지식물중생과실등의수입금지제외기준”에대한

개정고시

쪾품목별고시를국가별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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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지아주감귤그린병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

최근, 미국조지아주에서우리나라의금지병원체인감귤그린병이발생되어식물방역법제11조제1항에따

라동병원체의기주식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아래와같이취합니다.

- 아래- 

1. 수입제한지역 : 미국조지아주

2. 수입제한대상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Artocarpus heterophyllus의묘목·접수·

삽수 등재식용식물(종자제외) 

3. 수입제한적용시점 : '09.7.1일선적분부터적용

칠레지중해과실파리규제지역산과실류수입제한

최근, 칠레Ⅴ구역 Los Andes 지역에서지중해과실파리가발견되어식물방역법제11조제1항에따라칠레

측이설정한규제지역산(Los Andes 지역, Calle Large 지역, San Esteban 지역) 과실류의수입을금지

('09.6.22, 위생증발급분부터적용)하는조치를취합니다.

※ 수입제한 조치 적용일 이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송중 저온처리 효과(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45호)가인정되지않을경우도착시저온처리또는MB훈증을실시한후반입을허용

스페인산소나무재선충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해제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 일부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발생되어식물방역법제11조제1항에따라스페인산소나무재선충기주식물에대한수입제한조치를취한

바있습니다. 

이와관련, 스페인및 EC측에서제공한자료검토결과소나무재선충이발생되지않는것이확인되었기우

리원에서취했던수입제한조치를아래와같이해제합니다.

- 아래- 

1. 수입제한해제지역 : 스페인Extremadura주, Galicia주, Castilla y Leon주, Adalucia주

2. 해제대상식물 :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묘목류·목재류

3. 해제사유 : 소나무재선충박멸

4. 해제일자 : '09.6.1. 위생증발급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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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중해과실파리기주식물수입제한지역추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카운티 Mira Mes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가발생되어동지역산기주식물을수입제한(2009.6.4일위생증발급분부터적용) 지역

에추가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쪾수입제한지역 : CA주LA카운티레이크우드및Azusa 지역, CA주오렌지카운티레이크우드지역, 텍사

스주Brooks카운티Encino 지역, CA주샌디에고카운티El Cajon 및Mira Mesa 지역(추가) 

쪾기주식물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멜론, 감, 참다래 및 멜론(텍사스주

Brooks카운티Encino 지역에해당) 

수입제한적용일이전에선적된화물에대한검사를강화하고, 수입제한적용일이후에선적된화물은“검

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지 않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산“복숭아묘목등”수입제한

- '09.5.14일선적분부터도쿄도(東京都) 자두곰보병기주식물수입금지-

국립식물검역원은일본도쿄도(東京都)산복숭아속묘목류를 '09.5.14일선적분부터수입금지한다. 수입금

지대상식물은복숭아, 자두, 매실등모든복숭아속식물이며, 재배용으로이용되는삽수와접수도수입금

지대상이다. 

하지만일본의도쿄도를제외한다른지역에서생산되었음이일본국식물검사증명서에표시된경우는수입

할수있다.

<참고> 자두곰보병

■병원균 : 바이러스 (Plum Pox Virus) 

■기주식물 : 복숭아, 매실, 살구, 자두, 양벚등의Prunus속식물

■감염경로 : 감염된 Prunus나무가주전염원임. 진딧물(비영속적전염)에의해매개되며접목이나묘를

경유하여감염됨

■증상·피해 : 잎에점무늬나둥근무늬가생기고과실표면에얼룩무늬가생겨상품가치가떨어짐. 성숙

전에낙과에의해수량이상당히감소되며기형과형성등

■분포국가 : 유럽, 북미, 중국, 이란, 인도, 터키등

- 우리나라에는발생하지않아금지병으로관리

- 일본에서는그동안발생하지않았으나, '09.4.1 도쿄도오메시(靑梅市)의매실에서최초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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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다양한식물이공·항만을통해수입되고있으며, 수입식물에병해충이부착되어우리나라로유입될가능

성이높아지고있다. 유입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외래병해충을방지하기위해철저한국경검역과수입식

물재배지에서정밀한예찰을하여유입된병해충의신속한발견및초동방제가필요하다. 특히한반도의

가장남쪽에위치한제주도는기후학적·지리학적특성상외래병해충이유입될경우정착가능성이타지역

보다높아정밀한예찰과발견병해충에대한신속한방제조치가중요하다고하겠다. 금년 5월제주도시설

관엽식물재배지에서발견된국내미기록총채벌레인 Echinothrips americanus의특징을파악하여국경

검역및예찰업무에활용하였으면한다.

■ 분류학적위치
쪾학명 : Echinothrips americanusMorgan

Class : Insecta(곤충강)

Order : Thysanoptera(총채벌레목)

Family : Thripidae(총채벌레과)

Tribe : Panchaetothripinae

쪾영명 :  Poinsettia thrips 

■ 형태적특징
쪾성충의체장은암컷이약 1.6mm, 수컷이약 1.3mm이며, 체색은복부마디사이에붉은색을띤진한갈

수입식물에서발견된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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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다. 촉각제1절과 2절은진한갈색이고, 3절과 4절은연한갈색이다. 앞날개는기부, 중앙과정단이밝

은부위가있는회색을띠고있다.

쪾약충은부화초기밝은색을띠며, 먹이활동후에는흰색으로시간이경과하면노란색으로변화한다. 2령

약충은전용으로용화되기까지크림색으로변한다.

쪾용과전용은잎조직에서발견되고외부자극시움직인다. 전용은흰색의짧은날개를가지고촉각은앞

쪽으로확장되고, 용은하얀색의긴날개, 몸의후방으로향한안테나밴드가있다.

■ 생태적특징

<분포지역>

쪾유럽 : 네덜란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등

쪾북미 : 미국, 푸에르토리코

쪾아시아 : 일본

암컷 성충 암컷 성충 두부 암컷성충복부

암컷성충중흉 암컷 성충 복부 Comb(x40) 수컷 성충 복부 (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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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및피해>

쪾 20개과 40개속에속하는식물을가해하는것으로알려진다식성(polyphagous)종이며, Araceae(천남

성과) 및Balsaminaceae(봉선화과)에속하는식물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일본오이, 가지, 포인세티아, 콩류, 장미등, 유럽온실재배아스파라거스등채소류피해기록이있음

쪾기주식물의잎표면(주로중·하엽을가해)과꽃을가해하며피해는일반적인총채벌레류의피해와유사

하고심하게피해받은잎은낙엽된다.

⇒일반적인총채벌레피해와유사하고다양한관상식물및원예식물을가해하는기주범위가넓은해충임

<생활사>

쪾잎조직의갈라진틈에분리하여산란하고, 잎표면위에불규칙적으로놓여진다.  

쪾온실에서는연중발생하고, 발육기간은온도및기주식물에따라차이가있다.

* 15℃에서알에서성충까지 33.9일이며, 30℃에서는 11.4일임

쪾온실에서는다양한세대(알, 약충, 성충)가년중나타나며, 성충과약충은활동성이적어외부영향을받

지않을 경우여러날동안같은부위에있다.

<외국발생기록>

쪾Echinothrips americanus는미국동부지역원산으로현재유럽등지역으로유입된것으로알려져있다.

쪾유럽은네덜란드 1993년미국산신고니움절지, 이탈리아는 1999년미국, 폴란드는 2000년네덜란드로

부터유입되었으며, 불가리아는 2001년Hibiscus spp.에서처음발견된기록이있다.

쪾아시아의경우 1999년일본의강낭콩에서발견된기록이있다.

* 최근유럽국가에서경제적으로중요한종으로기록되고있음

■ 제주도지역의발생및방제사항
쪾관엽식물의시설재배지에대한외래병해충예찰조사중발생확인(’09. 5. 12)

- 기주식물 : 꽃기린및포인세티아에서발생확인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24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외래병해충예찰조사에서처음발견된해충
제주도관엽식물시설재배지에서발견된 Echinothrips americanus의특징

25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수
입
식
물
에
서

발
견
된

병
해
충

쪾발생재배지에대하여최초약제방제후(5. 21) 약 5일간격총 4회약제살포

- 방제사업관련예산(약제비)으로지원조치(식검)

* 방제약제 : 아세타미프리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스피노사이드, 아바멕틴

■ 검역시유의사항
쪾분포지역산관엽식물외화훼류, 채소류등기주식물검사시알, 약충, 성충의부착여부를관심을가지고

검사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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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난 2008년 12월중순에수입되어중부격리재배관리소에서격리재배관리중이던네덜란드산꽃괭이밥에

서검출실적이없었던 INSV(관리병원체)가항혈청검사에의해최초검출되었다. INSV는감염된식물이

여러곳으로수송될수있고매개충에의해쉽게전염되며 300종이상의식물을가해하는것으로알려져

있어최근원예재배에서중요한병해로부각되고있다.

■ 분류학적위치
INSV는식물바이러스로서 Bunyaviridae(科)의 Tospovirus(屬)에속한다. Tomato spotted wilt virus는

크게 impatiens strain과 lettuce strain으로 나뉘어 졌으나 최근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토대로

impatiens strain이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INSV)로명명되면서새로운종으로분리되었다.

■ 분포국가

격리재배검사에서검출된바이러스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INSV)
김상목
중부격리재배관리소농학박사
smkim@npqs.go.kr

수입식물에서발견된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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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적특징

바이러스입자는직경 80~120nm의구형을띠고있으며, 일반적인바이러스와는다르게지질로된외막을

가지며, 외피단백질과크기가다른 3개의원형RNA로구성되어있다.

■ 기주및병징
데이지와발삼에서주로발생하며, 땅콩, 고추, 오이, 양배추, 토마토등 300여종이상의식물에서발생한다.

INSV의전형적인병징은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괴사반점이며, 잎과줄기에서윤문이나자주색또는검은

색국부병징을나타내기도하며꽃탈색, 위축, 정단괴사, 위조등의증상을보인다. 일부식물에서는특이

한증상이나타나는데Gloxinia에서는생육초기에감염되었을경우, 중앙잎의괴사가일어나면서주저앉

게되고생육후기에감염되면잎에괴사윤문이생기고줄기에괴사를동반하는증상을볼수있다(그림 1.).

Cineraria에서는상엽에퇴록윤문또는얼룩, 자주색내지검은색국부병징을나타낸다(그림 2.). 베고니아

에서는괴사윤문, 모자이크, 엽맥의괴사등을볼수있고, 가끔정단부가죽거나식물전체가주저앉을수

도있다. 허나이바이러스에감염되어도일정기간잠복기가있어병징이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 검역시유의사항
매개충에의하여전염되며주로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에의해영속전염한다. 총채벌

레의성충이나유충모두구침으로식물체표면을물어서타액이세포조직을부드럽게만들고난뒤빨아먹는

구강구조를가지고있다. INSV를보독하고있는총채벌레의경우타액을식물체에넣는과정에서 INSV가

식물체로이동하게된다.

INSV에 감염된 Gloxinia INSV에 감염된 Cine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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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INSV는주로총채벌레에의해전염되므로방제를위해서총채벌레유입방지및발견시약제에의한철저한

방제가필수요건이다. 재배시설내로감염식물을유입을저지하고발생초기에감염주를신속히제거하며시

설개구부에세밀한방충망설치및시설주변의철저한제초등이필요하다. 다른바이러스도마찬가지지만,

조기진단과조기대처에힘쓰는것이 INSV의피해를막는최선의방법이라할수있다. 

꽃노랑총채벌레의 각 태별 형태 ? 성충 ? 유충 ? 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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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바나나묘에서관리바이러스
BBTV 검출

김미정
남부격리재배관리소검역관

mijkim@npqs.go.kr

■ 개요
2009년 3월 7일대만에서수입된바나나묘 10개에대하여남부격리재배관리소에서격리재배검사시바

나나묘 7개체에서관리바이러스인BBTV(Banana bunchy-top virus)가최초로검출되었음.

■ 학명 : Banana bunchy-top virus(약칭 : BBTV)

■ 동종이명 : abaca bunchy top virus

■ 분류학적위치 : Virus : Nanoviridae: Babuvirus

■ 분포지역
말레이지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대만, 파키스탄, 필리핀, 가봉, 루안다, 말

라위, 부룬디, 이집트, 자이레, 중앙아프리카, 콩고, 서사모아, 호주, 통가, 피지, 괌, 투발루, 뉴칼레도니

아섬, 하와이제도윌리스앤푸투나제도등

■ 기주식물 : Musa spp.

■ 바이러스특징
구형입자로직경은18~20nm이다. 분자량20 x 30³의외피단백질과약1kb의환상ssDAN을가지고있다.

■ 피해및생태
BBTV의경제적피해는매우크다. 한예로호주 New South Wales의 Tweed와 Brunswick 지역에서

1925년까지 BBTV가없는재배농장은실제적으로없었다. 800개이상의재배농장이 1922년에서 1926

년사이에버려졌고, 바나나재배지역의 90%가생산을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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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TV는 Banana aphid, (Pentalonia nigronervosa)에의해전염된다. 전염양식은영속전염이나바

이러스가진딧물내에서복제되는지는알려져있지않다. Banana aphid 모든주요바나나생산지에서발

생하고있으며 BBTV를상당히효과적으로매개한다. Pentalonia nigronervosa는 BBTV를단거리확

산시키는데특히재배농장안에서또는인접한재배농장으로전염시킨다. 이병의잠복기, 즉접종으로

부터새로나타난잎에서병징이나타날때까지의기간은다양하게보고되었다. 여름에는 19일, 겨울에

는 125일(Allen, 1978a), 그리고여름에 23~72일, 겨울에 50~131일(Sun, 1961) 등의보고가있다.

■ 국가포장격리재배실험실정밀검사
국가포장격리재배검사결과바나나묘 3개체에서병징이나타났고, ELISA 검사결과바나나묘 7개체에

서양성반응을보였음. PCR 검정결과 BBTV로의심되는DNA밴드가검출되어염기서열분석의뢰의뢰

하였음(의뢰처:(주)예비티).

<PCR 결과 사진> 

BBTV Primer : CBT3F.PRI, CBT3R.PRI(1058bp)

■ 분류동정결과
PCR 증폭산물에대한염기서열을 Gene bank에

등록된 기존의 BBTV 염기서열과 상동성을 비교

한결과바나나묘 7개전량일치하였음

■ 검역처분및조치사항
BBTV가검출된바나나묘 7개에대하여는폐기조치함

■ BBTV의병징
감염이진전되면병징은상당히분명하다. 식물체꼭대기의잎은가장

자리가퇴록되고좁아지며위축되고똑바로서서식물체의꼭대기는다

발모양이된다. 감염된식물체는감염된시기에따라송이가달리지않

거나또는위줄기(Pseudostem)에서송이가나타나지않는다. 감염첫

째병징은뚜렷하지않으나매우특징적이다. 암녹색줄무늬가새로나

온잎의잎자루, 주맥, 엽맥에서나타난다. 이러한줄무늬는길이가다

양하여 종종 'Morse-code' 패턴으로 언급되는 점과 선으로 구성된 병

징을나타낸다.

참고사항

1. 병해충정보시스템(Pest information system)

2.http://www.ctahr.hawaii.edu/bbtd/closeup_photos.asp

대만산바나나묘에서관리바이러스BBTV 검출

<Morse-code 패턴 증상>

<Banana ap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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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중부격리재배관리소검역관

syg1286@korea.kr

■ 조사연구배경및목표

1. 연구배경

가. 종자전염바이러스의검사법으로PCR 검사법을적용

(1) 종자전염바이러스의낮은전염율 : 수입종자에잠복된종자전염바이러스 24종은검역대상병원체중가

장낮은전염율과감염의정도를나타내는병원체들로ELISA 검사법보다검출감도가높은 PCR 검사법

을적용하여검사법을개발해야할필요가있음

(2) PCR 검사법의개발및유지용이성 : 검사법미개발병원체에대한검사법확보를위한가장현실적인

방법은현재의기술적여건으로는PCR 검사법뿐임

(3) 일부종자에서ELISA 거짓양성반응이보고됨

(4) ELISA 양성반응에대한검증의어려움 : ELISA 검정결과양성반응에대한판정의오류여부를검증할

수있는방법이없어실험실검사자들의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음

나. PCR module 검사법으로가공하여개발

(1) PCR 적용온도조건이동일하지않음 : 병원체별PCR 검사법적용온도조건이서로상이하여여러병원

체를동시에검사할때검역현장에서의활용이사실상불가능함

(2) 양성대조구의미확보 : 일선검사에활용함에있어병원체양성대조구가확보되어있지않아실험오차

및증폭여부를정확히비교하여판정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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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R 검사결과에대한검증시스템의부재 : PCR 검사시비특이적반응에의한오동정을근원적으로막

고양성반응의진위여부를손쉽게검증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함으로검사결과에대한대국민신뢰도

를높일필요가있음

(4) 이중검사 : 동일종자에서 2종이상의종자전염바이러스를검사할경우 ELISA와 PCR 검사를이중으로

실시함으로인력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으므로 PCR 검사법이개발되어있지않은바이러스를검출감

도가높은 PCR module 검사법으로개발하여한번의 PCR 검사로검사대상바이러스모두를동시에검

사할수있도록개발할필요가있음

2. 목표

가. 1차년도(2006년)

(1) 접종원확보

(2) 바이러스순수분리및증식

(3) 프라이머설계및선발(3단계)

(4) 최종선발된프라이머조합의온도 gradient 분석

(5) PCR module 제작및실증실험을통한효율성검증

(6) 염기서열분석및양성대조구확보

(7) one step RT-PCR premix 개발

나. 2차년도(2007년)

(1) 접종원확보

(2) 바이러스순수분리및증식

(3) 프라이머설계및선발(3단계)

(4) 최종선발된프라이머조합의온도 gradient 분석

(5) PCR module 제작및실증실험을통한효율성검증

(6) 염기서열분석및양성대조구확보

(7) 선발된프라이머조합에대한검증용nested-PCR 검사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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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2008년)

(1) 접종원확보

(2) 바이러스순수분리및증식

(3) 프라이머설계및선발(3단계)

(4) 최종선발된프라이머조합의온도 gradient 분석

(5) PCR module 제작및실증실험을통한효율성검증

(6) 염기서열분석및양성대조구확보

(7) 선발된프라이머조합에대한검증용nested-PCR 검사법개발

(8) PCR module 검사매뉴얼작성

(9) 선발된프라이머특허출원

(10) 검역관기술교육및학회발표

■ 재료및방법

1. 재료

가. 대상병원체 : 종자전염바이러스 24종

쪾「실험실검사세부실시요령」식검예규제122호(‘05.10.1) 별표2 주요종자전염병해충목록중종자전염바

이러스 24종

2. 방법

가. 바이러스분양, 증식및순수분리를통해표준시료확보

(1) 검사법개발대상종자전염바이러스의감염주를금지품수입허가를통해감염시료를수집하고증식및

순수분리를통해표준시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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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라이머설계

(1) 동일한온도조건에서작동하는종특이적프라이머를바이러스별로최소 20조합이상설계하여선발에

이용

다. 프라이머선발

(1) 설계된프라이머를 3단계에걸친선발을통해진단용프라이머선발

쪾 1단계 : 대상바이러스와의특이적반응여부

쪾 2단계 : 유연관계바이러스와의비특이적반응여부

쪾 3단계 : 기주관련바이러스와의비특이적반응여부

라. 염기서열분석

(1) 증폭산물의염기서열분석을통한동종여부및multiple-alignment를통한증폭산물의염기서열자료

가기존에분석된동종내의분리주간의염기서열자료와의유사도등을분석함으로써추후일선검역현

장에서바이러스가검출될경우진단의정확성을확정하는자료로활용

마. 양성대조구확보

(1) 염기서열분석을통해동종여부를확인한 PCR 증폭산물을양성대조구로제작하여 PCR 검사시대조구

로활용

(2) 선발된프라이머조합의모든영역에서작동되는양성대조구를제작

바. Nested-PCR 검사법개발을통한검증시스템도입

(1) 선발된바이러스의프라이머조합에대하여nested-PCR 검사법을개발함으로써PCR 양성반응에대한

검증시스템을개발

(2) PCR 산물이검출하고자하는바이러스에의한반응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nested-PCR 검사법을

도입함으로증폭산물에대한염기서열분석을하지않아도일선검사현장에서손쉽게양성반응의진위

여부를검증할수있는검사법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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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발프라이머효율성검증

(1) RNA를 10배씩희석하여선발된프라이머들과의 PCR 반응을통해프라이머가충분한희석농도에서도

작동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발된 프라이머들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일선에서사용될기본프라이머를최종선발

(2) 기본프라이머이외의선발된프라이머(기본프라이머에비해상대적으로프라이머효율성이낮은프라

이머)는 2차프라이머로분류하여기본프라이머검사결과에대한크로스체크용으로활용

아. PCR module 검사매뉴얼작성

(1) 종자파쇄에서부터RNA 분리, PCR 검사및결과판정까지전과정을매뉴얼로작성

■ 조사연구결과및고찰

1. 결과

1~3차년도연구실적요약

쪾바이러스접종원확보(24종완료)

쪾바이러스순수분리및증식(24종완료)

쪾프라이머설계및선발(24종완료)

쪾염기서열분석및양성대조구확보(24종완료)

쪾Nested-PCR 검사법개발(24종완료)

쪾선발프라이머효율성검증(24종완료)

쪾PCR module 검사매뉴얼작성

쪾선발된프라이머특허출원및논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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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종원확보 : 24종

나. 바이러스순수분리및증식

쪾병원성보유균주(17종)

- CPMMV, TBSV, SBMV, PEMV, ArMV, CCMV, RpRSV, TRV, CGMMV, KGMMV, SqMV, MNSV, 

PSTVd, PCV, LRSV, RYEV, GFLV

쪾병원성상실균주(7종)

- 수입균주에서핵산추출하여검사법개발(4종) : TSV, TBRV, CLRV, PDV

- 클론확보하여검사법개발(3종) : FoMV, CtRLV, CNRMV

다. 프라이머설계및선발(표1 참조) : 24종완료

라. 양성대조구확보 : 24종완료

마. Nested-PCR 검사법개발 : 24종완료

바. 선발프라이머효율성검증 : 24종완료

아. PCR module 검사매뉴얼작성 : 별책보고서참조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36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종자전염바이러스PCR module 검사법개발

37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조
사
연
구
사
업

표1. 바이러스별선발된프라이머, nested 프라이머조합및양성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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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가. PCR module 제작및종자실증실험을통한효율성검증

(1) 선발된프라이머조합이실제검역현장에서정확하게작동되는지여부를수입종자에대한실증실험을

통해오작동여부등을확인하고효율성을지속적으로검증하는것이필요함

나. 프라이머재설계및재선발

(1) 선발된프라이머가수입종자에서의실증실험에서비특이적반응을나타내는것이확인될경우재설계

및재선발하는것이필요함

■ 참고문헌
1. 국립식물검역소. 2000~2005. 식물검역조사연구사업보고서.

2. 최장경외 8인. 1996. 식물바이러스학. 향문사.

3. 이상용외 1인. 1993. 식물바이러스학개론. 강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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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해충발생으로고추생산타격

주요내용

쪾올해는 Anthonomus eugenii(꽃바구미일종)의발생율이매우높아약

996ha의고추생산지가동해충의피해를입고있으며, 동해충을방제

하지못할경우80-90%의생산지가피해를입어수확을어렵게만듦

쪾동해충은고추를심은지두달이되는지난 11월부터발견되기시작하

며, 농민에게두가지측면에서피해를입히는데, 하나는채소생산자체에

대한피해이고, 두번째는경제적인문제로해충방제를위해살충제를많

이사용해야함

쪾현재농업대학연구진과유관기관들은어떠한살충제가동해충의방제에

가장효과적일것이며, 이들의자연적인천적은어떤곤충인지를찾는노

력에부심하고있음.

쪾Anthonomus eugenii는일생을고추열매안에서보내게되어서방제가

매우어려움.

쪾 Anthonomus eugenii는우리나라의관리해충이며, 고추생과실은수입

이금지되어있어동해충의유입가능성은낮으나, 해외여행객들이휴대

반입하는고추를통해동해충이유입될수있으므로휴대식물검역에철

저를기해야할것임

2. 미국, 대만산용안수입허용

주요내용

쪾 미국은 대만산 과경을 포함한 용안 생과실(the fresh longan with

stem)의수입을허용키로하였음

- 5월 20일자Federal Register 게재, 6월 19일발효

쪾수입요건주요내용

- 대상품목 : 대만산용안(Dimocarpus longan) fruit & stems

- Florida 주반입금지(모든상자에반입금지사항표시)

김이경
국제검역협력과검역관
kimyk@npqs.go.kr

해외검역정보
해외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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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화물만허용

- 승인된저온처리(Cold Treatment T107-h)

- 대상 해충 : Bactrocera dorsalis(귤과실파리), B. cucurbitae(오이과실파리),

Conopomorpha sinensis(가는나방일종)

- 처리기준 : 33.8℉(1℃) 이하 17일또는34.5℉(1.4℃) 이하20일

쪾위생증부기

- Conogethes punctiferalis(명나방 일종), Cryptophlebia ombrodelta(잎말이나방 일종) 및

Rhipiphorothrips cruentatus(총채벌레일종)가없음

※미국은중국과태국산용안의수입을허용(Florida주제외)하고있음

3. 일본, 미국산양벚수입요건개정

주요내용

쪾일본은 6월 5일기존MB 소독에대한대안으로서코드린나방에대한트랩조사와생과실조

사를실시할경우, 수입이가능하도록미국산양벚의수입요건을개정

쪾수입요건주요개정내용

1. 지정생산지에대한코드린나방모니터링을위한트랩조사

가. 지정생산지는캘리포니아, 오레곤및워싱턴주내에있어야함

나. 트랩조사는다음과같이이루어져야함

- 모니터링은유과기에서수확종료시까지수행하여야함

- 7ha 당한개의트랩을설치하고트랩수는올림하여계산하고생산지당최소 2개를

설치

다. 트랩당 1주일동안잡히는코드린나방의평균수는다음을넘지않아야함

- 캘리포니아에서는 10마리

-오레곤주및워싱톤주에서는 30마리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40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41

기
획
특
집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해
외
검
역
정
보

2. 생과실조사

다음수만큼의샘플을랜덤추출하여검사하여야함

- 선과시설도착시로트당 200개생과실

- 과일선과및선별후로트당 700개생과실

- 수출검사시로트당 1%의상자

3. 트랩조사와생과실조사에대한일본식물방역관에의한주기적인현지조사

4. 콜롬비아, 미국산쌀에대해반송조치

주요내용

쪾콜롬비아농축산물검역소(ICA)는, 미국및가이아나(Guyana)에서 6,557톤의쌀을싣고출

발한선박에서현재까지콜롬비아에서는발견된바없는병원체를발견하고동화물에대해

반송조치를내렸음

- ICA측의이러한결정은열대지방병해충의유입을막기위한것으로서, 동병원체는 ICA측

이 Barranquilla 항구를통해들어오는수입화물에대해상시적으로실시하는검역에서발

견되었음

쪾동화물에서발견된병원균은 Tilletia종으로서, 콜롬비아로유입될경우, 약 459,401ha에

이르는쌀재배면적에직접적인피해를끼칠뿐만아니라, 추가검역실시등으로인해생산

비용을증가시킴은물론, 국제시장에서콜롬비아산쌀의판매를제한시키는심각한문제를

초래할것으로예상됨

- 하이메까르데나스 ICA 총책임자는연간생산량이 280만톤에육박하는국가쌀생산에위

협을가하는요소는미리예방하는것이자신들의책무라고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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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 ICA측의반송조치는미동식물검역원(APHIS)측과가이아나당국에통보되었으며, 약 260

만달러상당의선적화물은현재Barranqilla 항구에계류중임

5. 미국, 캐나다, 감자씨스트선충지침개정

주요내용

쪾미국과캐나다는감자씨스트선충(PCN)에대한지침개정

- 6월 4일자APHIS News Release 게재

- USDA-APHIS와 CFIA는 PCN의확산을방지하면서양국간종서교역을가능하게해줄

것을기대

쪾지침주요내용

- 대상해충 : 감자씨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및감자흰씨스트선충(G. pallida)

- 토양샘플링및실험실분석절차

- 식물위생조치 : 즉각식물위생조치, 확인조사, 장기규제지역설정

- 규제물품

- PCN 검출조사

- 규제지역내병해충무발생생산장소및생산포장

- 종서에대한식물위생증명

- 규제해제절차

※규제지역지도, 조사(survey) 계획, 규정등은아래싸이트참조

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plant_pest_info/potato/pcn.shtml

6. 호주, 중국산사과 IRA 초안발표

주요내용

쪾호주BA는중국산신선사과에대한 IRA 결과초안을발표(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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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우려병해충

① 해충 : hawthorn spider mite, flat scarlet mite, Oriental fruit fly, Comstock's

mealybug, apple mealybug, summerfruit tortrix moth, peach fruit moth, pyralid

moth, Manchurian fruit moth, white fruit moth

②병 : Japanese apple rust, marssonina blotch, apple brown rot, European canker,

apple blotch and the sooty blotch, flyspeck disease complex

※Codling moth와apple scab은Western Australia의검역병해충으로지정되어있어지역

차를고려해야함

쪾위험관리방안

- Oriental fruit fly, Codling moth, European canker 및 apple scab 무발생지역

- 다른병해충에대한과수원방제및조사, 봉지씌우기

- 가압공기를이용한해충제거및검사, 해충검출시조치

- 선과장에대한소독처리

- AQIS의현지검사등운영체제

7. 칠레 Arica, Vina del Mar 지역과실파리청정지역선포

주요내용

쪾 칠레 농축산연구소는 두 마리의 과실파리가 발견됨에 따라 정밀한 실험분석과 밀착감시를

실시한결과Arica와Vina del Mar 도시가과실파리청정지역임이증명되었다고발표함

- SAG는정기적으로전국을대상으로트랩을설치하는등적절한검역및감시대책인과실파

리척결프로그램을시행

쪾과실파리는지난 2월 2일 Vina del Mar, Quinta Vergara 지역에설치된트랩에서최초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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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Valparaiso 지역에설치된트랩을정기적으로조사하기때문에가능했으며, 발견된과

실파리는지중해과실파리로동종에대한강화된감시프로그램을실행했고, 동종의이론적

인생존주기 2회를거친이후인 4월 28일프로그램종료

쪾 이후 2월 23일 Arica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 암컷이 발견되어 과실파리 감시프로그램에

따라동해충을연구소로보내확인

- 확인결과동해충은수정되지않은어린암컷으로밝혀져즉각적인행동계획을적용하여동

해충의확산유무를파악하고, 감시프로그램에따라생존주기 2회를적용하여 4월 17일프로

그램종료

쪾Arica와Vina del Mar 지역의결과로칠레는계속해서과실파리청정국가로서의지위를유

지

쪾 과실파리와 관련하여 칠레산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있으나, 칠레의 Ⅰ, Ⅱ 및

XV 구역을제외한Ⅲ구역이하지역의과실파리무발생지역에서생산된포도, 키위, 오렌지

및레몬생과실은“수입금지제외기준(농식품부고시)”을충족할경우수입가능함

쪾Vina del Mar 지역은V구역, Arica지역은XV구역에속하는지역임

8. 페루 SENASA, 과실파리척결을위한위생조치강화

주요내용

쪾페루농업위생센터(SENASA)는병해충발생감지시스템을통해 4월 2일과실파리수컷성충

2마리를발견했다고발표함

- Copare 지역에서과실파리가발견됨으로서 4월 3일부터방제작업을수행하기위한액션플

랜가동에들어감

- 4월 16일Mariscal Nieto 주변에서도과실파리 2마리가적발되어경계태세에들어감

- 이러한이유로 Senasa 결의안 134-2009호에의해어제부터Tacna와Moquegua 지역도응

급경보가발령됨

쪾 SENASA측은 Copare 지역에 325개의트랩을추가설치했으며, 330개의트랩이이미설치

되어있다고밝힘

- 현재까지또다른과실파리출현에대한보고는없으며, 과실파리가발생한지역으로부터 320

헥타르를포함하는구역에서수확한과실은모두매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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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Arequipa와 Ica 지역에서도과실파리근절운동을벌이고있는바, 이는과실이농업수

출의 40%를차지하기때문임

9. 미국, 유전자변형면화규제해제

주요내용

쪾 미국 APHIS는 2009. 5. 21. 유전자 변형(genetically engineered - GE) 면화 line

GHB614에대한규제를해제키로하였음

- GHB614는제초제 glyphosate 내성을보이는유전자변형면화임

- 5월 22일자Federal Register 게재, 동시발효

※이로써해당품목은일반작물과같은지위가됨

쪾결정배경

- Bayer CropScience(BSC)가 2006.11.28. APHIS에규제해제청원

- APHIS가과학적 data, 공공의견수렴, 환경평가, 병해충위험분석을거쳤으며(환경평가병

행), 다음과같은이유로규제해제결정

① GlyTolTM(상표명)에서야생종으로의유전자이입가능성이거의없으며, 근연종의잡초특

성을증가시킬것으로우려되지않음

②일반종에비해잡초특성이높지않음

③유용종, 보호종등non-target organism에위험을보이지않음

④생물다양성에영향을미치지않음

⑤현재방제관행에비추어GlyTolTM는유기농을포함한표준재배양식에영향을주지않음

⑥GlyTolTM의병행충감수성이 parent line 및기타재배종들과유사함

※GHB614는우리원LMO 검사대상에포함(검출가능)되어있으나미승인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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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이스라엘산가지수입허용

주요내용

쪾 미국은 systems approach 관리방안에의해생산된 이스라엘산신선 가지(상업 화물에한

함)의본토수입을허용키로하였음

- 6월 3일자Federal Register 게재, 7월 6일발효

- 2008년 11월 12일수입요건초안을게재하여 2009년 1월 12일까지 60일간의견수렴을거

쳤으며, 본내용이최종요건임

쪾수입요건주요내용

- 대상품목 : 이스라엘산가지(Solanum melongenaL.)

- 우려검역병해충 :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Dutetranychus orientalis,

Helicoverpa armigera(왕담배나방), Nipaecoccus viridis, Scirtothrips dorsalis(볼록총

채벌레), Spodoptera littoralis

- 가지는이스라엘의 Arava Valley 지역내승인된재배지의해충차단시설에서이스라엘식물

검역소에 등록된 재배자가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지의 최초 승인은 이스라엘 식물검역소와

APHIS 공동으로함

①해충차단시설은이중자동문이설치되어있어야함

②이중자동문이외의모든개구부에는 1.6mm 이하망설치

③해충차단시설에대한정기적인점검

④우려검역병해충에대하여수확 2개월전부터수확종료까지월1회검사APHIS의모니터

링. 시설내에서우려검역병해충발견시수출중단

- 수확 2개월전부터수확종료까지해충차단시설내외부에서지중해과실파리예찰실시

①시설내부에서지중해과실파리발견시수출중단

②출입문 50m 이내과실파리기주제거

③연중인근농업지역과Paran 주거지역에대한예찰등

- 가지는수확후 24시간이내에해충차단선과장에서포장

①미국본토수출용가지선과시에는승인된시설에서생산된가지만선과장에입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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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입문 50m 이내과실파리기주제거

③가지는해충차단상자에포장하거나적재후망등으로포장

④생산지표시

⑤도착검사시까지보호조치가유지되어야함

- 상업화물만허용

- 다음사항이부기된식물위생증첨부

: "The eggplan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an approved production site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the pests listed in 7 CFR 319.56-49."

※초안과의견수렴검토내용은아래주소에서찾아볼수있음

http://www.regulations.gov/fdmspublic/component/main?main=DocketDetail&d=APHIS-

2007-0153

0814사보수정  2009.8.14 11:36 AM  페이지47   제일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48

식물검역정보 NPQS NEWS

기
고

수입농산물검역현장을달린다!

국립식물검역원은농업전문지기자단에게식물검역홍보및식물검역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기

위해식물검역현장체험기회를제공했다. 지난 4.30일본지기자는우리의먹거리인농산물이어

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오고 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을 잘하고 있는지와 검역원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취재했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배인태)에서차를타고이동한장소는식물검역원중부지원이었다. 기자들

과임원진들은간단한인사후검역현장으로이동했다. 처음도착한곳은생식물을검사하고수입

농산물이냉장보관되어있는조우냉장창고였다. 이곳에서는소독까지완벽히처리된당근, 우

엉, 도라지, 마늘등여러농산물들이보관돼있었다. 또한농산물을보호하기위해이곳의온도

는사람이들어가면견디기힘들정도로추운온도였다. 

그리고깨끗이소독된수입농산물을하나하나꺼내서살펴봤다.

처음에는당근을살펴봤는데세척후이미깨끗이소독된상태였다.

그다음으론도라지를살펴봤는데도라지는깐도라지로육안으로보기에도깨끗하고신선해보

였다.

김지연
농축유통신문기자

rdg83@hanmail.net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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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원김후동원장은전문지기자들에게“그냥먹어도아무이상이없다”며권하기도했다. 

식물검역원중부지원최철종과장은“품목수마다다양하게있지만중국산농산물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며“유통기간이짧고저장력이적은농산물보다는신선한농산물을먼저선별해서수

입해온다”고밝혔다.

중국산 수입물로는 목재 60~70%, 곡류 60%, 묘목 10%, 당근, 우엉, 생강을 포함한 농산물이

60%이다.

특히목재는중국에서도수입해오지만뉴질랜드에서더많이수입해오고일부는미얀마, 베트

남, 인도네시아에서도수입해온다.

검역원은 하루에 130~150건, 최고 230건의 검역품을 검사하지만 불합격 비율은 17~20%이다.

검역관 1인당평균 7건, 최고 15건을검사하는것이다. 검역장비는레이져현미경, 주사전자현미

경, 세균검사기등 82종으로총 304대이다.

한편, 지난 2008년수입검역건수는약 3만4000여건으로전체물량중 20%를검역처분(소독·

폐기)했고, 전국수입물량의 22%(목재 56, 곡류 60, 종묘류 60)가인천항으로수입된다. 인천항

전체물량중에서도중국산이 55%에달한다.

또한휴대식물검사현황은검사건수 179만6000건, 금지품처분 3693건, 과태료 140건승객 34만

3000명이었다.

다음으로살펴본우엉은중국산우엉이었다.

중부지원김후동원장은“우엉은진흙재배일뿐만아니라기계가아닌손으로하기때문에병이

있거나흠집이생기는경우가있다”며“어쩔수없이불합격품이나올수밖에없지만정밀검사요

원이정확히검사한다”고말했다.

반면불합격처리된농산물은반송시키거나폐기한다.

또한우엉의국산과수입산구별법은토질에따라차이가있지만길이가짧고통통한것이국산이

고길이가긴것이수입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길이가긴우엉이나올수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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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창고에서기자가본우엉은길이가긴것으로모두수입산이었다.

마지막으로카네이션을살펴봤다.

카네이션은소독처리를안하면금방상하기때문에현미경으로검사해서 100% 소독처리를해서

들어온다.

식물검역원중부지원역시어버이날·스승의날을앞두고카네이션등절화류수입이증가할것으

로예상돼지난 8일까지특별검역기간을설정·운영했다.

특히, 이기간중에수입되는카네이션, 국화, 장미등에대하여현장검사및실험실검사를강화하

고검역인력증원배치및표본추출량을확대해검사했다.

중부지원관계자는“표본채취한시료는 25℃~30℃에서최소 30분이상경과후검사해가루이,

총채벌레, 진딧물등의미소해충을판별하고, 접수·삽수로이용될가능성이있는절화류는바이

러스감염여부및배양검사, 카네이션및장미절화는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도병행실

시했다”며“세관등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해식물방역법위반행위에대한강도높은단속

을통해외래병해충의국내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했다”고말했다.

카네이션까지살펴본후직접배가들어오고나가는인천항본선으로자리를옮겼다.

배로수입해오는품목에는주로사과, 오렌지, 딸기등청과류를비롯한곡류였다. 중부지원관계

자는“중국산사과가더맛있다”고귀뜸했다.

곡류검역현장에서는많은양의옥수수를소독하고검사하는현장을볼수있었다.

한편, 이곳인천항에는일주일에 10여척의여객선이들어오고 400~500명의여행객이들어온다. 

중부지원김원장은“이많은여행객들을한명한명인체검역을실시하기에는인원이턱없이부

족하다”고토로했다.

검역원배인태원장은“지금세계는국제화, 개방화에따라이전보다더많은물품과농작물을사

고판다”며“우리나라도수입국가와품목이획기적으로늘어난만큼해외병해충이들어올위험

역시높아졌다”고말했다.

때문에정부에서도식물검역에더욱힘쓴다며식물검역의중요성에대해강조했다.

또한 배 원장은“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검역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신종병해충의

유입·확산위험차단및방제시스템을보완하고병해충유입원에대한빈틈없는감시망을구축

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

검역현장체험이끝난후검역원의주요업무현황발표가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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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의 6대중점추진과제는♣수출입식물국경검역의효율화♣우리농산물수출확대지원♣

병해충예찰·방제및진단·관리체계확립♣국제검역협력강화♣첨단검역기술개발및과학적

검역기반확충♣고객감동행정서비스강화이다.

민주석 검역기획과장은“수출입식물 국경검역의 효율화를 위해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높은 품

목·시기·국가별로집중관리하고새로운검역수요에대한검역체계를확립해검역전문인력확

보 등 중장기적인 검역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또 검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지속적으로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어우리농산물수출확대지원을위해“중장기적인수출검역지원체계를강화할것”이라며“수

출단지병해충관리기법을개발해수출비용을절감시키겠다”고덧붙였다.

배원장은“앞으로신속·정확한병해충진단을위한시스템을보강하고새로운병해충조기박멸

을위해체계적인방제실시와함께기후변화에대응한병해충관리체제를보완해나가겠다”고말

했다.

검역원은고객서비스측면에서♣고객맞춤형정보제공및온라인매체를통한고객과의소통을

강화하고♣청렴도·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제도개선의지속과더불어성과지향적인변화관리,

식물검역처리시스템(QIPS)의세계브랜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한편 1/4분기수출검역건수는전년동기대비 8% 증가했다. 증가품목은과실류 25%, 화훼류 19%,

채소류 8%, 사과, 양배추(대만), 거베라절화(일본), 팽이버섯(중국, 미국) 등이었다.

이와반면수입검역건수는전년동기대비 26% 감소했다. 감소품목은화훼류 37%, 과실류 29%,

묘목류 29%, 장미절화 72%, 오렌지 55%, 바나나 12%, 산스베리아묘 54%였다.

이어휴대품검역건수는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해외여행객및중국

보따리상의감소영향으로풀이된다.

이에대해배원장은“지속적인수출증가에대비한검역지원체계를강화하고수입동향을지속점

검하여시기별, 품목별특별검역을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렇게검역원의주요업무현황발표를끝으로식물검역현장체험은끝났다. 앞으로도식물검역

의중요성이더커진만큼검역원의수고가더필요할것이기에멋진활약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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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영
영남지원검역관

kmyoung@npqs.go.kr

중용(中庸)이란말은논어(論語)에도나온다. 그러나중용이란책이사서(四書) 중의하나라는것

은누구나가다알고있다. 그《중용》첫머리에주자(朱子)는정자(程子)의말을인용하여중용을

이렇게풀이하고있다.

『편벽되지않은것은중(中)이라말하고바뀌지않은것을용(庸)이라말한다. 중이란천하의바른

길이요, 용이란것은천하의정해진이치다(不偏之謂中不易之謂庸中者天下之正道庸者天下之

定理)』중(中)은중간, 중심이라는뜻이다. 좌우로치우치지않는것이중간이고, 어느쪽에나더가

깝지도멀지도않은것이중심이다.

용(庸)은떳떳하다는뜻이다. 떳떳하다는말은정당하다, 당연하다, 항상그대로다, 라는뜻을가

지고있다. 즉중용은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 지나치지도않으며, 부족하지도않은꼭정도

에맞는, 더바랄수없는그런원리원칙이「중용」인것이다.

그럼우리는검역현장에서수많은이해관계자들과“식물검역은제2의국방”이란슬로건아래얼

마나중용의도를얼마나지키고있을까?

수출입자·대행사, 지연, 학연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검역관으로서 지나치지도 않으

며, 부족함이없이원리원칙에입각하여검역업무를수행하였는지, 행하고있는지, 아니면앞으로

는어떻게하여야할지 우리검역관은한번쯤되새겨봄이어떠한지!

중용은최선의방법이며가장올바른길이다.

이것은곧바로청렴이요, 부패하지않은검역관,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식물검역공직자상임에

는더할나위없고,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산물을보호하며, 고객과함께하는세계일류식물검

역구현의길(道)이요, 中庸의道일것이다.

세계일류식물검역구현의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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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명
양산사무소검역관

jmheo@npqs.go.kr

어제하루는섬마을소년이되어보았습니다.

부산도시소년들 9명이저멀리남해안쪽빛바다통영사량도에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지리산이있었습니다.

통통통

통통배를타고선어릴적뛰어놀던고향마을찾아가는기분으로두근거림반설레임반

화가의손에서빚어지는한폭의풍경화가여기사량도섬마을에서태어난것같았습니다.

산등성이를타고내내가는길엔오른쪽으로봐도바다요왼쪽으로봐도바다였습니다.

시원한바람이살랑살랑여기정상까지올라왔으니...

너고생했으니... 내너에게시원한바람의선물을주겠노라고...

이렇게내내화창한봄날에기분도덩실덩실...  넘넘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산골소년이되어볼까합니다.

통영사량도섬마을소식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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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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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숙
서울사무소검역관

hspark@npqs.go.kr

식물검역관이라면한번쯤꿈꿔보는현지검역! 한달예정으로알고있다가떠나기직전 3개월로

연장되었다는소식을접했을때, 이것이정말로나에게일어난일인지믿기지않았다. 그것도스

페인이라니! 투우와플라멩코가있는정열의나라, 오랜역사와더불어또한번의화려한재기를

꿈꾸는나라, 그리고무엇보다도유럽제일의오렌지수출국스페인에서의 3개월체제기를간단히

소개하고자한다.

오렌지의도시, 발렌시아와세비야

내가처음도착한곳은발렌시아였는데, 스페인산오렌지현지검역은동부발렌시아와남서부세

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스페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가지고있었다. 그중에서도이곳발렌시아는마드리드, 바르셀로나다음으로스페인국내서열

3위의신흥도시로서시내에서차로 10분거리에있는아름다운지중해해변과현대적인건축물로

유명한 곳이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렌시아 출신 건축가인 산띠아고 깔라뜨라바

(Santiago Calatraba)의작품, “예술과과학의도시(Ciudad de las Artes y Ciencias)”시리즈는

아직도진행중인그의대표작중하나로생물의골격구조를연상시키는독창적인외관의과학관,

오페라극장과 유럽최대의 수족관을 한자리에 모아놓아 이미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

다. [그림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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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에는한국수출농가수가가장많이등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오렌지수확시기로인해

도착후보름이지나서야첫검사를하게되었다. 내가받은발렌시아선과장의첫인상은오히려

쌀쌀맞은느낌마저드는매사정확한업무태도와사람들과의거리감이었다. 그러나좀더시간이

지나자약간은특이한발렌시아인만의성향을알게되었다. 이들은새로운인물과어느정도친숙

해진이후에야비로소마음을열고날이갈수록더욱더속정이깊어지는사람들임을깨닫게된것

이다. 발렌시아에서마지막검사를마친후시내에있는한국음식점에서함께식사하기를제안한

것도, 한국으로돌아온지금까지계속연락을하고있는친구들도모두발렌시아선과장직원들인

것을보면서그들의속깊고따뜻한마음씀씀이를다시한번느낄수있었다. [그림 2]

반면에세비야는유서깊은건축물과수많은예술작품들을품고있는전통의도시라는명성에걸

맞게만나는사람들마다여유가넘쳐나고자부심이가득했다. 그래서일까? 선과장직원과조합원

들도첫만남부터마음을툭터놓고이방인인나를허물없이대해주었다. 그들과함께선과장내

의 Bar에서마시던향긋한커피와맛깔스런스페인식샌드위치의기억은지금도생생하다. 나의

거처가발렌시아에있었으므로세비야에서검사가있는날이면언제나새벽 7시비행기를타야만

선적일정에차질없이검역을마칠수있었는데, 그때마다선과장직원들은환한미소와함께꼬

르따도(Cortado, 에스프레소위에우유를살짝얹은커피종류)와보까디요(Bocadillo, 스페인에

서즐겨먹는다양한종류의샌드위치)로반갑게나를맞이해주었다. [그림 3]

크리스마스전에세비야에서갑자기검사일정이변경되어하룻밤을머물게되었는데, 이때짬을

내어찾아간스페인광장은세계도처에존재하는동일한이름의광장들중에서가장아름답다고

정평난그대로매우멋지고인상적인모습이었다. 1929년국제박람회를위해건축한거대한광장

안쪽을빙돌면서스페인도시마다특징을담은벤치와지도를세라믹타일로만들어놓은곳이었

다. 마음같아서는모든벤치를사진으로담고싶을만큼하나하나독특하고아름다웠지만집으로

돌아가는비행기시간때문에아쉬운발걸음을돌려야만했다. [그림 4]

크리스마스선물, 그라나다

스페인에서보낸시간이고작 3개월이었지만작년 12월에떠나올해 2월까지지냈으니햇수로따

지면 2년이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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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타국에서보내는것의최대장점은거리의멋진크리스마스장식과새해불꽃놀이를

원없이볼수있다는것, 단시간내에그나라의문화를느낄수있다는것, 그리고굳이단점이라

고한다면국내에서와는또다른싱글의외로움을잘근잘근씹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기나긴서양의크리스마스와연말연시휴가는집떠나혼자지내는사람들에겐말그대로고

역이아닐수없다. 주위의모든이들은가족을찾아고향으로가거나멋진제3국으로여행을떠

나버리고, 모든가게와상점은아예문을닫아버리니까......

이럴때는처량하게혼자서집에있느니차라리여행을가는게낫지않을까싶었다. 그렇게무작

정나선갑작스런편도 10시간버스여행! 대목이니만큼크리스마스이브의모든비행기와기차표

는모두매진된상태였고, 나에게는해안선을따라구불구불이어지는버스여행이외에는다른선

택의여지가없었다. 가는내내설렘과걱정이교차되는복잡한심경이었지만, 우선은그무엇보

다도이슬람나스르왕조가남긴세기의걸작“알람브라궁전”이있는남쪽그라나다로의첫여행

에무척기대되는것도사실이었다.

꼬박하루가걸린힘겨운여정이었지만목적지에도착한순간결코헛된선택이아니었음을알수

있었다. 그라나다는휴가철에더많은인파가몰리는도시들중하나였다. 모두가고향으로떠나

고요하다못해을씨년스럽기까지했던신흥도시발렌시아와는달리가는곳마다흥겨운축제분

위기였고, 거리마다아름다운크리스마스장식등이반짝거리고있었다. 그리고드디어발을내딛

은알람브라궁전은과연세계적인명성그이상이었다. 세상에는직접보지않고서는그느낌을

온전히알수없는것이있는데알람브라도그중에하나일것이라고감히말하고싶다. 궁전뿐

아니라끝도없이미로처럼이어지는헤네랄리페정원까지말그대로장관그자체였다. 물을끌

어올리는펌프가없던그시절, 일찍이과학에눈뜬무어인들은정원내에기적같이기나긴수로

를만들어놓았다. 그수로를따라흐르는맑은물소리와곳곳의아름다운분수들을따라가다보

면돌연, 내가한국이나스페인도아닌그옛날이슬람문화한가운데있는듯한착각에빠져들기

도했다. [그림 5, 6]

돌이켜보면이모든스페인에서의기억들이바로어제다녀온것처럼생생하기도, 또가끔은내

가언제그먼곳을다녀왔나싶을정도로아득하기도하다. 그것은아마도원래있던자리로재빨

리돌아온내일상때문인지도모르겠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모든검역과정을혼자감당

하게된나의첫번째현지검역기회를통해검역관으로서지녀야할자부심과책임감을새삼깨

달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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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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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급한

첨부하여야

권한을위

Q. 모든수입식물은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첨부하여야하나요?

쪾식물과그식물을넣거나싸는용기·포장을수입하려는자는수출국의정부기관에서발급한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규정된식물검역증서식에맞는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여야수입이가능합니다.

- 수출국정부기관 : 수출국의중앙또는연방정부

(연방정부로부터식물검역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지방정부기관포함)

<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않아도되는경우>

쪾식물검역에관한정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수입하는경우

쪾휴대하거나우편으로수입하는경우

쪾목재류또는죽재류를수입하는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따라수입하는경우와법제11조제1항에
따라일시제한된후다시수입되는경우는제외한다)

쪾법제10조제2항제1호및제3호에따라금지품을수입하는경우

쪾무환(無換)으로식물과그식물을넣거나싸는용기·포장을수입하는경우(재식용식물이아닌것만해
당한다)

쪾세관이공매등의방법으로처분하는경우

쪾수출한식물등이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고반송되어수입되는경우

쪾식물검역원장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고열건조, 분쇄, 압착또는냉동의방법으로가공된식물로서
밀폐포장된상태로수입하는경우

- 영하 17.8℃(0℉)이하로냉동처리하였다는사실이기재된수출국의정부기관또는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이와유사한증명서가첨부되어있고수입검사를실시하는시점에영하17.8℃(0℉)이하로냉동되어
있는식물

- 수출국의검역기관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가첨부된것으로서고열건조·분쇄·압착되었거나단순히

가공한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등)·혼합곡류등으로서밀폐포장된것

식물검역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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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가제3국산인식물을우리나라로수입할때에는어떠한증명서를첨부해야하나요?

쪾예를들어미국으로수입된브라질산옥수수를우리나라로수입하는경우에는수출국인미국에서발행한

식물검역증(Phytosanytary Certificate) 또는 재수출식물검역증(Phytosanytary Certificate for Re-

Export)을첨부하여야하고, 이들증명서의원산지란에는원래생산된국가명(브라질)이기재되어야합

니다. 다만, 다른국가(미국)를단순경유한경우에는생산국(브라질)의식물검역증을첨부하면됩니다.

- 단순경유 : 화물이경유국가로수입되지않은상태에서병해충에대한감염및오염에노출되지않고

경유한경우를말함.

Q. 식물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않은경우에는어떤처벌을받습니까?

쪾수입자에대한처벌은없으나당해수입된식물은폐기또는반송 처분합니다.

<수출국의식물검역증명서첨부를요하는국가(법제8조)>

쪾아시아 : 그루지야,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

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

탄, 파키스탄, 필리핀

쪾유 럽 : 건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

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바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저지, 체크, 크로아티아,  포르투칼, 폴

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쪾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

베리아, 레소토,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쌍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쉘,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시

에라이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지브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론,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쪾북아메리카및중앙아메리카 : 과테말라, 그레나다, 네덜란드안틸레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

니카연방, 말티니크, 멕시코, 몬트세라트,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리스, 브리티시버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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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안길라, 앤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캐나다, 케이만군도, 쿠바, 코스타리카, 터크스카이코스군도, 트리니다드토바코, 파

나마, 푸에토리코

쪾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프렌치기아나

쪾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괌, 나우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바누아투,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솔로몬, 오스트레일리아, 월리스후트나,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토켈라우군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프랜치폴리네시아, 휘지

※국가명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전의국가를승계한것으로본다, 다만, 분리독립또는통폐합과정에서분

쟁등으로인하여동증명서제출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증명서첨부가면제될수있음

Q. 식물검역증명서의기재사항과무역서류등이상이하더라도인정되는경우는?

쪾수입된현물, 무역서류등과식물검역증명서의기재내용이일치하여야만유효한증명서로인정됩니다.

다만아래의경우에는유효한 증명서로인정되고있습니다.

<유효한식물검역증명서로인정되는경우>

가. 실제수입량과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이상이하더라도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

①수량을다른단위로환산하는과정에서착오가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②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이무역서류에기재된순중량(N.W)과는다르더라도총중량(G.W)과는일

치되는경우

③하나의선박이나항공기로수송된것으로서B/L을분할하여여러건으로또는장치장소를달리하여검사

신청한경우. 이경우각각의B/L 수량을합한전체수량이식물검역증명서의수량과일치하여야한다.

④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포장개수또는수량이무역서류에기재된포장개수또는수량과일치하는경우

⑤식물검역증명서에여러품목에대한품목별수량이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전체수량만기재되어있는

경우, 이경우무역서류에품목별수량이기재되어있고무역서류의전체수량이식물검역증명서의수량

과일치하여야한다.

⑥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보다실제수입량이적더라도수출국검역기관, 검사담당자또는수입자

가적게선적된타당성있는사유를제출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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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Q&A - 식물검역증명서

검
역Q

&
A

⑦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보다실제수입량이많더라도식물검역증명서에일부컨테이너의번호가

기재되어있고해당컨테이너의수량이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이경

우식물검역증명서에번호가기재되어있는컨테이너의수량에대하여만유효한것으로인정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에수량이기재되어있지않고포장갯수만기재되어있더라도무역서류에기재된수입

량이실제수입량과일치하는경우

다. 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수량이오기되어수입자가수출국정부기관으로부터실제수입량과동일한

수량이기재된식물검역증명서를다시발급받아제출하는경우

라. 하나의식물검역증명서로증명된화물이하나의수송수단으로수송되어 2개이상의항구에분할하역

된경우

마. 하나의식물검역증명서로증명된화물이 2개이상의수송수단으로분할되어수입되더라도수출국에서

경유국까지하나의수송수단으로수송된사실이인정되고, 경유국에서화물이분할되어각각다른수송

수단으로수입되는경우로서컨테이너에밀폐된상태로적재되어있고컨테이너번호및봉인번호가최

초로수입된화물의무역서류에기재된것과동일한경우. 다만수출국에서 2개이상의수송수단으로분

할되어직접우리나라로수입되는경우에는그중어느하나의수송수단에적재된화물에대하여만유효

한식물검역증명서로인정한다.

바. 식물검역증명서의기재내용이잘못되었더라도증명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것으로서단순한오

자또는탈자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경우

사. 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된국내의수입지와최초로도착한수입지가다르더라도그장소가그장소가규

칙제11조에따른수입항에해당되는경우

아. 식물검역증명서의수입자란이기재되지않았거나, 무역서류에기재된수입자와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

된수입자가다르더라도실소유자임을입증할수있는관련서류를제출하는경우

자. 수입신고된품목명이검사제외가공품등식물검역대상품목에해당되지않으나같은수입신고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 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

또는포함된식물검역대상품의품명이기재되어있는경우. 이경우내장된품목의수가많아모두기재

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주요품목만기재할수있다.

카. 선적일이후에발급된식물검역증명서중선적전에검사하였다는사실이식물검역증명서에기재되어

있거나수출국의식물검역기관이나대사관등국가기관이서신을통하여선적전에검사하였다는사실

을통보하여오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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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가능성을
차단하라 !

삼촌! 엄마가

섭섭하게해서

나가려고?

아니야. 내일

외국에나갈일이

있어서그래.

그렇구나. 외국인

신부소개받으러

가는거구나.

검역때문에

수출국에현지검사

나가는

거라구!!

와! 검역때문에

외국까지가?
물론이지. 우리

식물검역

시스템은완벽을

추구하거든.

연재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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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수출국으로부터

식물검역증명서를받아서

수입금지품목이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식물검역관이

병해충이있는지를검사하지.

그리고병해충발견시엔배양, 사육, 분류동정등
첨단장비를동원한정밀검사를실시한후

소독또는폐기하거나반송하게돼.

수입식물은보통공항이나항만을

통해들어오게되는데.

와~ 어떻게완벽을

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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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같이바이러스가

숨어있을가능성이높은식물은

따로격리된장소에서

재배하면서검사한단다.

물론이지. 

그래야외국에서도

우리농산물을안심하고

수입할수있을테니까.

인터넷, 팩스혹은우편으로수출검역신청을하면

신선도유지와물류비용절약을위해생산현장에
직접나가서검사를실시한단다.

또한검역기동반을편성하여토·일요일, 국경일에도
시간에관계없이항상검사를실시하고있지.

와!

그런데우리농산물을

수출할때도식물검역을

받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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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된식물에대해서는검사현장에서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발급해주고있어. 우리농산물의수출증대를위해
검역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검역소요시간을최대한단축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는거지.

정말철저히

막고있네요.

그렇기때문에검역을

‘제2의국방’

이라고도

부른단다.

삼촌이

정말멋져

보이는걸.

혹시….

뭐가

혹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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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행사소식

검역단신

호주측식물병리전문가면담

6.11일호주식물병리전문가 Dr. Bill Roberts외 3

명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배, 파프리카수출및호주타즈마니아양벚수입관

련협의가있었다.

검
역
단
신

수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효율적추진방안교육

6.5일 안양사무소(안양세관 회의실) 관할 의왕 ICD

컨테이너기지에서지원및사무소담당자들을대상

으로수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의효율적추진방안

교육을실시하였다.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 강화 방안 설명, 수입화

물 포장재 검사물량 연차적으로 확대 방안, 실험실

정밀검사 확대, 지원 담당과장 및 사무소장 검사현

장확인강화, 관세청유니패스조회인증관세청과

협의, 미표시포장재신고의무화방안등에대해교

육을실시하였으며, 

또한, 열처리업등록등당면업무지시사항전달및

토의하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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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자매결연마을일손돕기실시

6.30일에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선권마을(충북 충

주시수안보면소재)의일손돕기에참가하였습니다. 

장마비가 내린뒤 발목까지 빠지는 700여평의 경사

진밭에서마을주민들과땀을흘리며들깨심기에참

여하였으며, 점심시간에는 농정현안을 홍보하는 자

리도마련하였습니다.

식물방역법령연구회세미나실시

6.25일본원대강당에서식물방역법령연구회세미

나(27명참석)를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식물검역원의 향후 진로 및 검

역관의의식전환”에대한원장님의말씀과, “식물검

역규정의체계적인정비”에대한검역기획과장님의

말씀에 이어 연구회 과제 5편(고객편의와 국경검역

의슬기로운조화등)에대한발표와질의및토론이

있었습니다.

검
역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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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모범공무원 및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

6. 26일오후 2시본원 4층대강당에서모범공무원

및정보화능력경진대회우수기관(부서)에대한시상

식이있었다. 

모범공무원은 본원 검역기획과 농업주사 변봉용검

역관,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농업연구사 이금희박사

가 수상하였으며, 정보화능력경진대회는 최우수상

인천공항지원, 우수상 호남지원, 장려상 본원 방제

과, 특별상영남지원이수상하였다.

농산물수출검역지원지방자치단체식물방역관

선발

6.26일 제3회 지자체 식물방역관 자격 전형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시험에는 6개월이상지자체농업업무를담당

하고, 검역원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22

명의지자체공무원이응시하여, 모두합격하였다. 

합격자들은지자체식물방역관의자격으로, 앞으로관

할구역의수출농산물검역지원활동에나서게된다.

그동안 식물검역 분야에서는 수출량 증가, 품목 다

양화및수출검역요건추가에따라병해충예찰및

지도활동에대한관심과요구가증가하였다. 

이에 국립식물검역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검역서비

스 제공을 목표로 ’07년도에 지자체 식물방역관 제

도를도입하였으며, 첫해에 16명, ’08년도에 17명,

총 33명의식물방역관을배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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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선진식물검역기술 ASEAN에전수

- ASEAN회원국과의식물검역분야기술공유및우

호협력강화

국립식물검역원은 6.9~6.19일까지 경기도 안양소

재 본원에서 ASEAN 10개 회원국을 포함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식물검역전문가 21

명을초청하여식물검역에관한연수사업을실시하

였다.

이번사업은우리나라의개도국협력사업의일환으

로 한국의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통해참가국의식물검역능력을향상시키고역내국

가와의우호협력을증진하는데목적이있다. 

금번 훈련과정에서는 수출입식물 검사절차와 방법,

수입위험분석, 소독분야등에대한이론과현장견학

을중점적으로실시하였다.

또한, 훈련 기간중에 국제식물보호기구(IPPC)와 공

동으로‘수출입되는화물의목재포장재에대한워크

숍(6.15~17)’도개최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앞으로도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인식물검역지원활동을통해관련국가와의협력체

계를더욱공고히하고협상역량을강화하여국제사

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제고해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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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장, 인천공항 국경검역 현장 24
시간체험

국립식물검역원장은 5.4 ~ 5.5일 24시간동안인천

공항 출입국장에서 검역관으로서의 휴대품 국경검

역현장을체험하였다. 

여행자세관신고서작성도우미등여행객안내와현

행 24시간 3교대근무시스템체험을통해문제점을

파악하고효율성향상및개선방안을강구하였다.

국제꽃박람회식물검역홍보관운영

국립식물검역원은 고양과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

에 식물검역홍보관을 운영하였다. 박람회는 국내외

업체 및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300만명이 관람하

였다. 박람회 기간중 KBS-TV 『생방송 세상의 아

침』과『무한지대』에 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식물검

역과정이방영되었다. 

식물검역홍보관은킵스홍보비디오상영, 식물검역안

내도 및 배너설치, 장수풍뎅이 등 애완용곤충 표본,

금지과일모형등을전시하였으며특히현미경을설

치하여살아있는해충을직접관찰할수있어관람객

들의눈길을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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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식물검역담당관면담

지난 4.23일에케냐식물검역원관계자( Dr. Esther

Kimari등3명)가국립식물검역원본원을내방하였다.

이번면담에서는양국의식물검역절차소개하고케냐

의화훼류및절화류수입관련절차안내하였으며, 우

리측 병해충실험실 및 첨단검역장비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가졌다.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공무원, 카자흐스탄농업
관련(검역팀) 공무원식물검역원방문

6.8일과6.24일에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공무원Mr.

Trang Hier Dzung(Director General of Planning

Department, MARD) 외 7명과카자흐스탄농업관련

공무원Mr. Almat Suleimenov 외 7명이식물검역원

본원을방문하였다.

식물검역현황및주요업무소개하고양국간식물검

역협력사안논의한후, 식물검역정밀검사관련실험

실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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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최희종국장국경검역현장점검

5.8일농식품부최희종국장(소비안전정책관)이검역업무

현황을파악하기위해인천공항국경검역현장을방문하

였다.

동남아여행객에대한특별검역기간운영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지원에서는 열대과일류 등

금지식물반입이많은동남아2개국(태국, 베트남) 노

선을 대상으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였다. 4.13 ~

4.19일까지 검사인력을 추가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

법으로특별검역기간을운영한결과, 지난해같은기

간보다검사건수가 71%증가하였고, 폐기건수는 57%

증가하였습니다. 이후로도지속적으로세관등유관

기관과의공조를통하여검사를강화해갈계획이다.

'KBS2 무한지대' 백합절화수출검사현장방송

4.7일KBS2 생방송무한지대에백합절화수출검역을실시

하는장면을촬영하여방영하였다.인천공항으로이송된백

합절화를검사하는현장및검사증명서발급과정이방영되

었으며, 이를통해우리농산물수출을적극지원하는식물검

역원의역할을홍보하는좋은기회가되었다.

인천공항 모든 출국게이트 PDP를 이용한 식물
검역홍보

5.4일인천공항모든출국게이트에위치한PDP(8대)를이

용하여식물검역홍보문구를표출함으로써해외로나가

는모든여행객에게식물검역의중요성을알리는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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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소식 -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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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식물검역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간

담회실시

5.15일인천공항지원회의실에서세관, 수과원등유관기

관과대한항공등항공사(14개사), 하나투어등여행사(12

개사)가참석한가운데식물검역관련간담회를개최하였

다. 간담회내용으로는식물검역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

설명하고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청취·답변하는형식

으로진행하였다.

업무능력향상을위한세미나실시

5.26일인천공항지원회의실에서중부재배격리관리소이

금희연구사를모시고학습세미나를실시하였다. 주요내

용은갈자걀쭉병의특성, 국내발생현황, 진단방법등으로

감자걀쭉병의특성및진단에관한내용으로진행하였다.

연합뉴스기자단인천공항검역현장방문

5.14일연합뉴스기자안흥석외5명은인천공항동·식물

검역현장을방문하여식물검역의중요성에관한설명과

국경검역현장의모습을체험하였다.

식물검역홍보동영상촬영

5.28일식물검역홍보에활용할식물검역안내동영
상과광고제작을위한촬영팀이방문하여인천공항

출·입국장, 국제우편물류센터, 항공기계류장등다
양한국경검역현장을카메라에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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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으로찾아가는식물검역홍보

속초사무소는지난6.9일속초YWCA에서한국어중급

과정을수강하는외국인여성을대상으로찾아가는식

물검역홍보를실시하였다. 식물검역의취지, 휴대식물

검역절차및금지식물에대한안내를통해식물검역에

대한이해도를향상시키고식물검역의중요성을알리

는시간을가졌다.

수입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실시

속초사무소는6.16일홍천군내촌면장및내촌농협관계자
20명이검역현장에방문하여수입식물검역현장행사를
실시하였다. 체험행사는식물검역홍보동영상시청, 수
입식물검사현장방문및원격진단네트워크를이용한분

류동정과정시연등으로진행하였다.지식물에대한안내
를통해식물검역에대한이해도를향상시키고식물검역

의중요성을알리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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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훼리호신규취항및동해사무실개설

6.29일동해항에서사카이미나토(주2회)와블라디보스톡
(1회)을운항하는크루즈훼리호신규취항과관련하여속
초사무소동해사무실을개설하였다. 취항식에는국립식
물검역원속초사무소장을비롯하여국토해양부차관, 지
역국회의원등관계자1,000여명이참석하여성대하게치
러졌다.

2009년도친절·청렴교육및소통을위한
연찬회개최

인천공항지원은 6.12 ~ 13일양일간인천공항공사인
재개발원에서지원및사무소직원64명이참석한가운
데2009년도친절·청렴교육및소통을위한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주요내용으로는친절및재테크특
강, 분임활동, 체육행사등으로직원간화합의장을마
련하는계기를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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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검역감시원합동단속실시

중부지원은지난 6.25일롯데마트등 5개소를대상

으로특별사법경찰관과명예식물검역감시원(김정범

등 6명) 합동단속을실시하였다.

이번단속에서는대형유통업체의과일류등수입농

산물불법유통여부를중점확인하였으며, 보세창고

4개소(진아, 가산, 와이엘, 광림)는밀수입농산물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법

수입 농산물 및 미처리 목재포장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속활동에참가한명예식물검역감시원들은식물검

역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식물방

역법위반행위근절과식물검역의홍보를위해지속

적으로노력할것을다짐하였다.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은 부두 경비, 창고, 수입대행

사, 등분야종사자로위촉되었으며, 수출입식물검

역질서확립을위해식물방역법위반행위를감시하

고, 식물검역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중부

지원의경우현재 162명이위촉되어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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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소식 - 중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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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자매결연마을식물검역현장체험

중부지원은지난 6.9일우리원자매결연마을인선권
마을주민 23명을대상으로친목도모와식물검역에
대한이해증진기회를위한검역현장체험행사를실

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 및 병해충 실험실의 정

밀검사과정안내그리고검역현장에서수입농산물을

직접접하고곡류선상검사현장에서의승선체험등

으로진행되었으며, 이날참석자들은식물검역에대
한 이해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밝혔다. 

한편중부지원은농업인, 소비자단체, 학생등을대
상으로 현재까지 19회 612명의 검역현장 체험행사
를실시하여대국민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검
역
단
신

소통과화합을위한연찬회개최

중부지원은 6. 19~20(1박2일)까지대부도소재썬리

치레져타운에서중부지원직원(사무소포함) 80명이

참석한가운데“소통과화합을위한연찬회”를개최

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식물검역업무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조직활성화를위한소통과화합방안에대한분임별

과제발표와심도있는토론시간을가졌다.

갯벌오물제거및포도수출농가일손돕기등지역

주민을위한봉사활동과함께레크레이션및체육대

회 등 화합한마당으로 내부고객 만족과 이를 통한

외부고객에대한서비스향상의계기를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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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소식 - 중부지원중국농업관련공무원식물검역현장방문

중국복건성농업관련공무원 23명은지난 5.7일우

리의식물검역현장을견학하기위해중부지원을방

문하였다. 이번행사는홍보영상시청및병해충실

험실의정밀검사과정안내그리고인천항수입식물

검역현장과채소류검역현장인냉동창고방문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최첨단 검역장비를 직접

보고 실습함으로써 우리의 선진 검역시스템을 체험

하는좋은계기를마련했다.

아시아매미나방선박모니터링설명회및시연회

5.20일“인천항”에서 국립식물검역원 주관으로 국

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관계관, 업계 관계자 등

이 참석하는『2009년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 모니

터링설명회및시연회』를개최하였다. 

아시아매미나방은 600여종의 과수·수목을 가해하

는해충으로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등에분

포하고 있으며, 6~9월중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불빛에 유인되어 선박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 동

해충이 분포하지 않은 북미국가(미국, 캐나다)는 선

박을통한유입을방지하기위해러시아, 일본의일

부항구에서출항하는선박에대한검사를의무화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

련중에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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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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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여가활용베드민턴장새단장

중부지원은지난 6.29일베드민턴동호회회원 18명

과직원들이참여한가운데새롭게단장한베드민턴

장(청사뒤편)에서개장식행사를하였다. 이번행사

는테이프컷팅을시작으로다과회그리고베드민턴

동호회원들의시범경기순으로진행되었다. 

중부지원배드민턴장은기존시멘트바닥을탄성포장

재로바꾸어이를이용하는직원들의 부상위험성을

낮추어 베드민턴동호회를 포함 전직원의 보다 적극

적인이용이기대되어진다. 이번새단장을계기로중

부지원은 신바람 나는 직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사진

(고려대생명공학부 ’09.04.03.) (농식품부 행정인턴 ’09.04.14.)

검
역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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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사진

(아세안식물검역전문가 ’09.06.12.) (지자체 식물방역관 ’09.06.26.)

(제주서귀포산업고등학교 ’09.04.24) (녹색소비자연대ㆍ녹색연합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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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ASEAN 식물검역전문가열처리시설견학

아세안식물검역전문가21명은6.16일안양에위치한하

이팩수출포장업체(열처리업체)를견학하였다. 이번현

장견학은 "ASEAN 식물검역전문가초청훈련사업" 중

현장실습과정의하나로서, 참가자들은열처리업체현

황을청취한후수출용목재포장재제작및열처리과정

과보관상태등을관람하기위하여직접열처리업체시

설을방문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개도국협력사업의일환으로 2006

년부터매년아세안식물검역전문가를초청하여연수

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올해에는 4년차로서아세안

10개국과중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총 13개

국21명의식물검역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지원사무소소식 - 안양사무소

대미포도수출재배단지봉사활동

안양사무소와 평택사무소가 함께 지난 6.19일 경기

도화성시송산면봉가리소재대미포도수출재배

단지를 찾아 봉지 씌우기 및 재배단지 주변 청결작

업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봉사활

동에서는 대미포도수출 단지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한편수출농가에식물검역에대한홍보를

하는등검역원과농가의상호이해증진을도모하는

귀중한시간을가졌다. 

최근농번기일손부족으로힘들어하던농가는봉사

활동에참여한검역관들에게이번일손돕기행사가

큰보탬이되었다며고마움을표현하였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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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강화방안교육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6.5일 안양사무소(안양세관

회의실) 관할의왕 ICD컨테이너기지에서지원및사

무소담당자(26명)을대상으로수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의효율적추진을위한교육을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 강화 방안,

수입화물포장재검사물량의연차적확대방안, 실험

실정밀검사확대, 지원담당과장및사무소장검사

현장확인강화, 관세청유니패스조회인증을위한

관세청과협의및미표시포장재신고의무화방안에

관한내용이었다. 또한열처리업등록등당면업무

전달및토론의시간을가졌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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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단신

평택-위해항간국제여객선신규취항

평택사무소는지난 6.21일중국위해로부터신규취

항하는국제여객선을통해입국하는여행자의휴대

농산물에대한식물검역을시작하였다.

본 여객선 JIAODONG PEARL호는 15,971톤급

(200TEU)으로여객정원800명의규모이며, 입항이

후 6월말에는평균 319명이입국하여보따리상을포

함한농산물을휴대하는여행객이98%에이르렀다.  

이에, 평택사무소는 해당 선사에 포스터 등 홍보물

을선내에비치토록하여식물검역홍보에협조해줄

것을당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금지식물및외래

병해충유입을막는데힘을기울이고있다.

지원사무소소식 - 평택사무소

APHIS 농무관, 평택 대미 수출배 재배단지 점
검차방문

평택사무소는 지난 6.24일 대미 수출배 재배단지

Work Plan 이행사항을점검차방문한미국농무관

(Scott Saxe)과함께해당수출농가를방문·점검하

였다.

미농무관은각농가포장의표찰표식상태, 미국우

려병해충 발생여부, 승인된 대미봉지 씌우기 및 포

장관리상태등을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미국수출용과수와국내시판용과수의

구분경계및일부농가의잡초제거의필요성을밝

혔으며 한편, 재배지포장의 표찰부착, 병해충방제

및 포장관리상태 등은 잘 된 것으로 미국 농무관은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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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아시아매미나방) 선박모니터링실시

평택사무소는 지난 6.24일 평택항 자동차부두에서

미국으로출항예정인수출자동차전용선박을대상

으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이는,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가 AGM이 분포하

는 국가를 경유하여 북미지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검사를 의무화하는 지역기준 제정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평택사무소는북미로출항하는선사의적극적

인 협조와 함께 망원경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철저

히조사한결과AGM의검출은없었으며추후지속

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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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소식 - 청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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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충청대학항공보안과대상식물검역교육

청주사무소는지난 5.27일항공보안실무에대한이

해의폭을넓히고자청주공항을방문한충청대학항

공보안과학생 51명을대상으로식물검역원기관소

개및검역절차등을교육하였다. 이번교육을통해

검역의필요성과국내반입이금지된식물류의종류

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공항 내 각

기관의긴밀한협조체계로수입되는식물이통관되

는검역현장을함께하는시간을가졌다.

대만생과실수출을위한농가교육및협의회개최

청주사무소는한국산사과, 배, 복숭아생과실의원
활한수출을지원하기위하여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충청북도내대만수출단지농가를대상으로총14회
(834농가)에 걸쳐 검역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설명회
를실시하였다. 

이번 농가교육은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와 예찰트랩
기록관리의중요성에중점을두었으며, 특히충청북
도내지자체와의협의회를통하여수출재배지관리
를위한지도및협조를당부하였다.

대미포도수출단지농민교육

청주사무소는지난 4.17일~ 5.12일두차례에걸쳐

영동에서 대미 포도 수출을 위한 검역 설명회를 가

졌다. 수출예정 농가(127농가)를 대상으로 검역의

중요성 및 수출요건을 설명하고, 전년도 대미포도

수출 실적과 개선해야 될 사항 등을 알려주는 한편

원활한수출이이루어지도록농가의적극적인협조

를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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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소식 -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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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국제꽃박람회식물검역지원

천안사무소(소장강익범)는 4.24~5.20(27일간) 개최

된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신속·

정확한검역업무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식물검역

홍보관을운영대국민홍보에적극노력하였다.

신속한검역처리를위해박람회장내검사장소를지

정운영하여도착즉시검사가이루어졌으며, 수입

금지품 및 격리재배 식물의 검역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철저한관리감독및예찰을실시하였다.

안면도 꽃지수목원 일원에서 개최된 국제꽃박람회

는 국내외 113개 지자체 및 업체(해외국가·지자체

20, 시도16, 시군16, 업체등기타 61)가참가하였고,

약 200만명의관람객이방문하였다.

식물검역홍보관은 관람객들의 식물검역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각종 게시물과 곤충표본

등을 전시하였고, 킵스 홍보동영상도 상영하였다.

특히현미경 2대를설치하고살아있는해충을직접

관찰할수있도록하여관람객들의호기심과관심을

유도하였다. 종합안내소와 전시장 안내데스크에는

홍보리후렛및배너등을비치·배부하여관람객들

에게식물검역을적극적으로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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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주)한진해운컨테이너터미널개장

지난 5.20일 (주)한진해운은 5만톤급선박 4척이동

시에접안할수있는부산신항북측컨테이너터미

널을정식개장하였다. 이날개장식에는국립식물검

역원영남지원장(지원장신현관)을비롯한국토해양

부 차관, 부산항만공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항만

물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에 개장한 (주)한진해운 2-1단계 신

항컨테이너터미널은 21만평부지에세계최초로수

평자동차운영시스템을구축하여주 20여척의선박

이입항하고있으며, 연간 200만 TEU 이상의물동

량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

대한민국을대표하는세계굴지의컨테이너항인부

산 신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항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015년 30개 선석완전 개장을 목표

로현재건설중에있다. 이로써, 부산신항은 '09년

7월 현재 13개 선석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식

물류로는주로오렌지, 건초류, 목재류등이수입량

이급증함에따라국립식물검역원영남지원은부산

신항검사팀의관할구역을조정하는등원활한수출

입식물검역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

나, 장기적으로는사무소또는지원단위의기관설

치가필요한실정이다.

일사일촌꽃새미마을농촌일손돕기

지난 5.28일 영남지원 및 사무소 직원 11명은 일사

일촌마을(꽃새미마을)을방문하여단감나무밭 2ha

에 대한 적과 작업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

로식물검역홍보물품을전달하는등농촌체험활동

을전개하였다.

영남지원과밀양꽃새미마을은지난 '06. 6. 일사일

촌으로 결연을 맺은 이후 단감나무 적과, 제초작업

등의 농촌일손 돕기 및 우리지원 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허브농장테마체험등매년지속적으로농촌사

랑을실천하고있다.

지원사무소소식 - 영남지원

검
역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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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체대표자단간담회개최

영남지원(지원장 신현관)은 지난 6.17일 관내 수출

입식물방제업체 12개사대표자단간담회를개최하

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절기 및 장마철을 대비

하여 소독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소독 방지에

노력할것을당부하였으며개정된농약관리법중수

출입방제업관련주요내용과수출입식물소독처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금융위기로 수입

및소독처리실적이감소하여방제업체의경영이어

려운 가운데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찾기위한토론의장이마련되었다.

아울러, 6.12일에는 부산지역 방제기술자 보수교육

을 실시하여 식물방역법 주요개정 내용 및 산소농

도측정기, 탄산가스농도측정기 등 훈증소독장비 활

용실습의시간을가졌으며, 6월 24일부터 7월 1일

에는소독현장불시점검을실시하여장마철소독현

장 안전사고 및 위해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

을당부하였다.

또한, 꽃새미마을은연중농촌체험거리가진행되는

곳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계절별 야생화 동산 등 볼

거리가 풍부하여 농촌체험마을로 대도시 주민들로

부터인기를얻고있는가운데“2008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전국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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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품목별 전문기술연구회 식물검역 현장

체험

호남지원은 5.21일에완주군농업기술센터 '군품목

별전문기술연구회' 회원 37명을대상으로수입식물

검역현장체험을실시하였다.

이날의행사는지원장인사말씀을시작으로식물검

역의 중요성 및 국제동향, 우리농산물 수출시 유의

사항, 수출과수단지육성현황, 수출지원을위한식

물검역서비스강화등에대한설명을듣고,  평소궁

금했던식물검역관련사항등에대한질의와자유토

론이있었다. 이어실험실에서전자현미경 LMO 검

사장비, 원격진단 네트워크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둘러보고과학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지는실험실

검사과정을소개받았다. 

또한, 군산항 부두로 자리를 옮겨 컨테이너 수입식

물(생강)검사과정과전용선박으로수입된곡류검사

등수입식물류검역현장견학을끝으로식물검역현

장체험행사를마무리하였다.

현장체험을마친후완주군품목별전문기술연구회

회장님(용화농장 대표 김배욱)은 평소 회원들이 수

입식물검역업무에많은관심을갖고있었는데이번

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를통해식물검역원의역할

및업무에대해폭넓은이해를할수있었다며감사

의뜻을전하기도했다.

1사 1촌행사실시

호남지원(지원장이춘진)은 6.5일농촌일손돕기일

환으로전북익산시와우마을을방문하여 1사1촌행

사를실시하였다.

와우마을은농경지 60ha에주민 120명규모의마을

로이날호남지원직원들은마을주민들을도와마늘

수확, 모판나르기,고추밭풀매기, 마을주변정리, 독

거노인이발봉사등을하였으며이를통해마을주민

들과친밀한유대관계를갖게되다.

지원에서는 식대지원(30만원) 및 식물검역홍보물제

공등을하였으며행사를마치며직원들은이번행사

가 1회성으로끝나지않을것과가을철와우마을에서

생산한농산물을구매할것을약속하는등지속적인

방문을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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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농생물학과생식물검역현장체험

호남지원(지원장이춘진)은 4.21일에전북대학교농

생물학과 10명이참여한가운데식물검역현장체험

을실시하였다. 

이날의주요내용은지원장의환영사를시작으로외

래병해충으로부터우리농산물및환경을보호하고

농산물의수출증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

는 식물검역원의 홍보 및 검역업무 전반에 대한 설

명을 듣고,우리원 업무와 관련이 많은 농생물학과

힉생들인 많큼 다양한 질문을 하며 평소 궁금했던

식물검역원의업무와역할에대해폭넒은이해의시

간을가졌으며

식물검역에대한전반적인내용, 농산물수출검역요

령, 식물검역안내, 킵스동영상시청과원격진단네

트워크시스템등첨단장비를통해과학적으로이루

어지고있는식물검역업무를체험하였으며, 

최근이슈화되고있는 LMO에대한소개와검사방

법을체험하고, 

독자처분해충의분류동정과정, 해충분류동정실험

실에서전자현미경을통한해충분류동정과정을직

접체험하는시간을가졌다. 

이후 군산항 부두로 자리를 옮겨 컨테이너 검사와

전용선박으로수입된곡류검사등수입식물류검역

현장견학을끝으로식물검역현장체험행사를마무

리하였다.

이들 대학생은 전북대학과 호남지원이 산학협력으

로식물검역에대한강의를받는학생들로이론으로

만배우던식물검역을직접현장에서생생한체험하

였다는데그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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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왕벚꽃 축제 및 유채꽃 잔치 식물검역홍보

부스 설치 운영

제주지원은 4. 4 ~ 8일까지제주시민복지타운일원에

서개최된『제18회제주왕벚꽃축제』및『제27회유채

꽃잔치』에참여하는고객을대상으로식물검역의중요

성을알리는홍보부스를제주지방합동청사로비에설

치운영하였다.

홍보부스에는식물검역소개, 외래병해충피해및수

입규제병해충 등 식물검역홍보 게시판을 전시하고

식물검역홍보리후렛및물품을배부하여식물검역

의기능과역할을알수있도록하였다.

지원사무소소식 - 제주지원

어린이 날 식물검역체험 행사 실시

제주지원은제87회어린이날을맞이하여직원자녀들

을대상으로식물검역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어린이날행사는식물검역홍보관·실험실견학, 곤충

표본제작, 식물검역○, ×퀴즈및가족이함께하는글

자찾기게임등으로구성하여어린이들이꿈과희망을

가질수있는“참여형행사”로진행하였다. 행사를통해

식물검역에대한이해와중요성을알리고특히, 부모가

일하고있는직장을방문하여체험함으로써일하는부모

에대한이해증진과자긍심이고취되는계기가되었다.

검
역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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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식물검역 체험행사 실시

제주지원은지난 6.20일과 27일식물검역홍보관과제

주시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식물검역의이해와

우리자연환경의소중함을심어주기위한초등학생식

물검역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금번식물검역체험행사는『제주시이도1동청소년문

화의집』에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운영하는체험강좌

중『곤충표본만들기』프로그램참가자대상으로식물

검역원에서하는일소개, 수입식물·국내외유해동식

물표본등홍보관관람, 식물검역에대한동영상시청

과곤충표본만들기체험행사를하였다.

『곤충표본만들기』프로그램운영을통해지방자치단

체와유기적인관계를가질수있는기회를만들었으

며, 앞으로도『식물검역홍보관』을연계한식물검역현

장체험행사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대국민식물검

역정보제공및학습공간으로활용해나갈계획이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연수생 식물검역홍보

제주지원은 5.14 ~ 24일까지제주도내외국인농업·

산업연수생및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찾아가는현장

식물검역홍보를실시하였다.

이번현장홍보는제주도내산업체에서근무하는외국

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을구성하는국가와구성원이

증가함에따라금지식물류의반입을사전에차단하여

금지병해충의국내유입을방지하고, 반입식물류에대

하여식물검역을받을수있도록외국인연수생채용업

체및제주다문화가정센터교양강좌참여자를대상으

로금지식물및우편·휴대반입식물류검역절차등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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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법적 방제 분야) 특강 실시

제주지원은 4.14일농업희망의밀물시대를여는우리

농업·농촌의미래주역인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

학생대상으로식물병해충방제방법의하나인법적방

제분야인식물검역에대한특별강의를실시하였다.

이번특강은식물자원환경학과해충종합관리학과목의

『식물검역단원』강의로단순한홍보차원을넘어법적

방제수단인식물검역의역할에대하여이해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하고, 미래식물검역현장에서함께할수

있는가능성을홍보하였다.

식물검역홍보세미나 개최

제주지원제주공항사무소(사무소장양태경)는식물검역

홍보및동아리과제추진에내실화를기하고자6.23일

제주지원세미나실에서홍보전문강사(김성호교수)를

초빙한홍보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서는전문강사가준비한PR실무자와언

론과의관계, 기관정책홍보방법, 보도자료작성요령

등다양한주제의세미나가진행되었으며, 이로인해제

주지원직원들은홍보에대한마인드가한층더향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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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 출판사 이레 | 2004년 11월 | 10,800원

■ 책소개

쪾아름다우면서도불안한그리고마침내도덕적으로철저하게파괴하는소설

누구에게도밝히고싶지않은비밀때문에나치수용소의감시원으로서살인을저지르고, 게다가자신이

저지르지않은죄까지뒤집어쓴한나는어찌보면전쟁에이용당하고유린당한한개인에지나지않는

다. 법의이름으로그녀를심판하고그녀에게종신형을선고하며손가락질할수있을지모르지만, 그녀

를향해손가락질하는사람들역시그녀가저지른죄과에대한책임으로부터결코자유로울수없을것

이다. 

쪾사랑과나치의시대사, 그리고이모든것의밑바닥에자리잡은인간의자존심과약점의문제가이소설

의내적인근간을이룬다. 따라서미하엘과한나의사랑은슐링크의설명처럼보다높은차원을향한알

레고리적요소를담고있다. 사랑과죄의식, 이해와유죄판결, 그리움과수치와분노라는상반되는감정

은개인적인차원을넘어서서철학적인차원으로까지상승한다. 

쪾개인적인사랑이야기와정치적인갈등, 그리고심리적이고철학적인문제등인간사의복잡한양상이

하나의파노라마처럼전개되는이소설은미하엘과한나의관계를중심으로그려진죄와책임의문제를

통해진정한과거사의청산이란무엇인지조용히묻고있다. 

■ 저자 : 베른하르트슐링크(Bernhard Schlink)

쪾법대교수이자판사이면서베스트셀러작가인베른하르트는 1944년 7월 6일독일빌레펠트에서태어났

다. 하이델베르크와베를린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고 1975년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 현재는베를린

훔볼트대학법대교수로재직중이다. 

쪾 1987년추리소설『젤프의법』으로작품활동을시작했으며, 추리소설『고르디우스의매듭』『젤프의기

만』『젤프의살인』과장편소설『더리더-책읽어주는남자』, 단편소설집『사랑의도피』, 『다른남자』장

편소설『귀향』『주말』을펴냈다. 『젤프의법』은 1991년독일 ZDF 방송국에서「죽음은친구처럼왔다」라

는제목의영화로제작방영했으며, 『더리더-책읽어주는남자』는「빌리엘리어트」를만든스티븐달드

리감독에의해영화로제작되었다.

더 리더(The Reader) 

책읽어주는남자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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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자료
수출입검역실적

■ 수출입식물검역실적(총괄) <기간 : 1. 1 ~ 6. 30>

<기간 : 1. 1 ~ 6. 30>■ 수출입식물검역실적(화물)

※ 화물+우편+휴대(비식물류미포함)

※ 비식물류(모래, 자갈, 생물학적방제용유용동물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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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주요품목검역실적(화물) <기간 : 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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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실적('09. 상반기)

쪾 '09년상반기수입식물에서검출된병해충은총 457종 5,421건이었고규제병해충은 139종(30%) 2,596

건(48%)이었으며, 잠정규제병해충은 145종(32%) 1,069건(20%), 비검역병해충은 173종(38%) 1,756건

(32%)이었다.

쪾규제병해충 139종 2,596건중해충이 116종(83%) 2,446건(94%)이검출되었으며병은 23종(17%) 150

건(6%)이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2,359건 96%)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선충 40건, 달팽이 38

건, 응애 9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진균 64건, 바이러스 57건, 잡초 18건, 세균 11건이검출되었다.

쪾잠정규제병해충 145종 1,069건중해충이 140종(97%) 1,026건(96%)이검출되었으며병은 5종(3%) 43

건(4%)이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858건 84%)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선충 119건, 달팽이 48

건, 응애 3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진균 42건, 잡초 1건이검출되었다.

쪾비검역병해충 173종 1,756건중해충이 118종(68%) 854건(49%)이검출되었으며병은 55종(32%) 902

건(51%)이검출되었다. 해충의경우곤충(721건 84%)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선충 120건, 응애 12건,

달팽이 1건이검출되었고병의경우진균(818건 91%)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잡초 83건, 세균 1건이

검출되었다.

검역자료
병해충검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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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동정/인사(4~6월)

■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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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

■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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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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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발령

■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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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 정규공무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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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에 설탕이냐 소금이냐
토마토는 비타민 A.B,C,K 등과 칼륨 칼슘등의 미네랄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항산화 식품이다.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과일류보다 당분이 적다보니 설탕을 뿌려 먹는 사람이 많

다. 설탕이 체내에서 대사되려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으

면 결과적으로 소중한 B1이 헛되게 쓰이게 된다.

이 때문에 토마토는 설탕대신 소금을 쳐서 먹는 게 권

장돼 왔다. 소금을 약간 뿌리면 토마토의 단맛이 부각

되고 설탕을 첨가했을때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

지만 소금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수분을 저장해

부종을 초래한다. 비록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과 대립되는 작용으 함으로써 나트륨의 해악을 줄여

알고있으면 힘이 되는 정보

내몸을위한음식궁합
건강에 좋다고 즐겨 먹는 음식도 궁합을 잘 못 맞추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실이 되기 쉽다.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 궁합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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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긴하지만 칼륨은 토마토가 알카리성 식품이 되게 만드는 원천이다. 토마토의 영양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토마토

에 아무 것도 넣지 않고있는 그래로 먹는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비결은 토마토에 우유를 곁들여 먹는 것이다. 우유 속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토마토에 부족한 비타민K는 뼈를 만드는 영양소인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을 막아 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준다.

우유에는 땅콩 대신 마늘
토마토는 비타민 A.B,C,K 등과 칼륨 칼슘등의 미네랄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항산화 식품이다.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애

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과일류보다 당분이 적다보니 설탕을 뿌려 먹는

사람이 많다. 설탕이 체내에서 대사되려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으면 결과적으로 소중한

B1이 헛되게 쓰이게 된다.

이 때문에 토마토는 설탕대신 소금을 쳐서 먹는 게 권장돼 왔다. 소금을 약간 뿌리면 토마토의 단맛이 부각되고

설탕을 첨가했을때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금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수분을 저장해 부종을 초래

한다. 비록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대립되는 작용

으 함으로써 나트륨의 해악을 줄여 주긴하지만 칼륨은 토마

토가 알카리성 식품이 되게 만드는 원천이다. 토마토의 영양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토마토에 아무 것도 넣지 않고있는

그래로 먹는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비결은 토마토에 우유를 곁들여 먹는 것이다. 우

유 속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우유

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토마토에 부족한 비타민K는 뼈

를 만드는 영양소인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준다.

술과 어울리는 안주

술을 마시면서 생각해야 할 점? 
- 비타민 B군과 C의 섭취. 

- 무기질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의 섭취. 

- 자극성 식품을 피할 것. 

막걸리 - 돼지고기, 김치찌개

소주 - 생오징어나 생선찌개, 돼지고기요리, 어포

적포도주 - 육류

백포도주 - 생선류

위스키 - 치즈, 육포, 잣,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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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식물검역정책고객으로모십니다.

e-mail 고객등록신청서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식물검역에관심이있는모든고객들의정보교환을위해
「식물검역뉴스레터」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원의주요정책추진에대한고객님들의다양한의견을듣고자「식물
검역정책고객(PCRM)」을모집하고있으니많은관심과신청바랍니다.

신청하신고객님께는최신의식물검역정보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뉴스레터사이트에서구독신청(http://enews.npqs.go.kr)또는
이메일신청 : (shim@npqs.go.kr), FAX신청 : 031-448-6429

※자세한사항은국립식물검역원검역기획과(담당심동욱)로문의
(☎ 031-449-0524)

식물검역뉴스레터사이트 : http://enews.npqs.go.kr

이 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전화번호

주 소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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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원
(063-467-3456)

인천공항지원
(032-740-2072)

중부지원
(032-433-8632)

제주지원
(064-728-5400)

중부격리재배관리소
(031-202-6988)

영남지원
(051-467-0442)

남부격리재배관리소
(055-335-0210)

본 원
(031-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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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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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은식물에해로운해외병해충이

국내에들어오는것을차단함으로써

우리의자연생태계와농림자원을보호하는

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식물검역 관련문의

1588-5117

[ 식물검역기관주소및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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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FAX

본 원 031
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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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지원 032
740-207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공항합동청사내)
400-718

740-2081

중부지원 032
433-863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402-835
433-8534

영남지원 051
467-044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600-016
441-4518

호남지원 063
467-3456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

(군산외항 후문)
573-879

468-9739

제주지원 064
728-5400 제주도 청사로 22(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4, 5층
690-755

728-5412

중부격리 031
202-698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3 442-400
204-0668

남부격리 055
335-021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621-822
33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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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전국의 국제 공·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 등을

검사하여외래병해충이유입되는것을차단하고있습니다.

외래병해충의예찰및방제
유입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발견병해충에 대한 초동방제를

통해외래병해충의국내정착·확산을방지하고있습니다.

수출식물검역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맞도록 농장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우리농산물의수출증대에기여하고있습니다.

수출입식물검역무엇이든물어보세요!

www.npqs.go.kr

1588-5117종합상담전화

공익신고자포상안내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
시켜나가기위해공익신고자포상금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식검훈령제118호)

공익신고자포상안내
부팽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부패행위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
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지급대상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자체조사한결과사실로확인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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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지급대상및기준
일반국민 :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방문등편리한방법으로신고

식물검역원지원 : 홈페이지「원장과의 대화방」,「부조리신고센터」등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에게서면, 전화, FAX, E-mail등의방법
으로신고

국립식물검역원
행동강령책임관

전화 031)420-7610 ㅣ FAX 031)420-7603
E-mail his58@np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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