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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1. 대만
 수출가능여부 검색 사이트

사이트

주소
http://www.baphiq.gov.tw/ws.php?id=14344

접속

첫화면

(화면

중앙

문구

클릭)

검색

메뉴

메뉴

설명

1. 수출국가 입력란(한국은 ‘KR’ 입력, 미입력시 해당품목의 수출가능국가 모두 열거)

2. 수출품목 부위 선택란

 - 지상부,전주(묘목등),과실(열매),지하부(뿌리 등),종자, 경엽(상추 등), 영여자(접삽수 등)조직배양묘

3. 학명(속명+종명) 입력란

http://www.baphiq.gov.tw/ws.php?id=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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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 보리, 밀, 수수, 대두, 팥, 녹두, 옥수수 등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유자, 밤,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등

※ 감귤은 과실에 생경엽 및 줄기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됨(대만측의 금지병

해충인 Satsuma dwarf virus 관련)

※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는 대만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과실류는 수출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휴대수출은 불가하고 우편/특송화물로는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Cucurbita moschata),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마늘,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등

※ 채소류는 수출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휴대수출은 불가하고 우편/특송화물로는 

수출 가능

○ 특작류 : 인삼(수삼, 휴대는 6kg까지 허용하며 부기사항 기재된 검역증 
첨부 필수), 건인삼(휴대는 6kg까지 허용, 검역증 불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등

※ 박과류 종자는 생육중 재배지검사 및 위생증에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증명을 해야함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종균포함),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아위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검색 예시】* 검색되지 않는 학명의 품목은 수출불가

검색

학명
포도(Vitis vinifera) 배(Pyrus pyrifolia)

검색

결과

* 붉은색 느낌표 : 검역조건이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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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다육식물 일부
(에케베리아속, 에오니움속, 아드로미슈스속)

○ 묘목류 : 철쭉묘, 소나무묘(해송,적송),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은 꽃․과실․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
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단풍나무속, 느릅나무속, 벚나무속, 뽕나무속, 배나무속, 
사과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장미속, 칠엽수속 등)

 수출불가 품목
○ 곡류 : 조
○ 과실류 : 대추, 매실, 살구, 아몬드, 자두, 블루베리, 등
○ 채소류 : 감자, 

○ 묘목류 : 귤속 ․ 금귤속 ․ 탱자나무속, 직경 3cm를 초과하는 유리알락
하늘소의 기주식물 등

조건부로 허용된 신선 농산물의 대만 수출검역요건
 □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수출가능함

○ 배는 수출농가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
까지 완료),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및 방제사항 기록, 선과장 등록, 대만
검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 사과․복숭아는 수출농가 등록, 6~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 예찰 및 방제사항 기록, 재배지 검사, 선과장 등록, 대만검
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①“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Carposina sasaki), western flower 
thrips(Frankliniella occidentalis) and fire blight(Erwinia amylovora), and the 
fruits are produced from the orchard free from the fire blight(Erw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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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vora) Code No. of Packing House: OO-OO, Date of Inspection: 
month, day, year, Container No.:    ” 부기

      (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 꽃노랑총채벌레 및 배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이 과실은 배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됨. 선과장 코드번호:  , 검역일자:   ,컨테이너 번호:   ).

   (2015.7.8.일자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에 해당하는 병해충은 꽃노

랑총채벌레 1종에 해당하므로 꽃노랑총채벌레명을 기입하고 문구는 생략

○ 국내에 분포하는 다음의 병해충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검사 결
과 해당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야 함

- 감자뿔나방, 화살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
충, 감자역병, 뿌리응애, 가지검은마름병, 과실썩음병 등 9종
 ※ 수출품목에 따라 1종 이상의 대만측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하여야 하므로 품

목별 부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다음의 증식용 식물은 대만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재배
를 실시함(종자 및 과실 제외)

- Sugarcane, Tea, Pineapple, Citrus(Citrus spp., Fortunella spp. 및 Poncirus 
spp.)는 최소 2년간 격리재배 실시

- Carcica spp., Euphoria longana, Fragaria spp., Litch chinensis, Malus 
spp., Mangifera indica, Morus spp., Passiflora spp., Prunus spp., Psidium 
guajava, Pyrus spp.(배 접수․삽수 제외), Rosa spp.(절화 제외), Vitis spp.는 
최소 1년간 격리재배 실시

╻적용 예╻
○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이 파프리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감자뿔나방, 꽃노랑총채벌레 및 뿌리응애에 감염되지 않
았음]

※ 파프리카 생과실은 3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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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대만의 신선 농산물 수출요건은 Ⅱ. 참고자료 참조

에 부착된 과경(果梗)은 줄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은 무감염 증명대

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딸기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꽃노랑총채벌레 및 마늘줄
기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 딸기 생과실이 줄기가 포함된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마늘줄기선충을 포함하여 2

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멜론 생과실에 대한 부기사항
    -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nd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이 과실은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및 과실썩음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 멜론은 줄기가 포함된 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에 감염되지 않았

음을 증명하여야 함

○ 신선 인삼(수삼)에 대한 부기사항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and 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이 식물 또는 식물의 일
부는 철저하게 검사되었으며,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선충 및 뿌리응애
에 감염되지 않았음]

※ 신선 인삼의 경우 뿌리 부분이 수출되기 때문에 마늘줄기선충 등 3종의 병해

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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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감귤
  * 감귤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①수입허가서 번호, ②감귤

그린병(Citrus greening) 및 과실파리(Fruit fly) 무감염 사항 기재
• 특작류 : 인삼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

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감귤 묘목, 국화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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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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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글라데시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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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베트남의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제도] 

 : 베트남 수출가능 품목 중 재식용 식물 및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PPD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서 필요 (휴대 화물도 적용됨)

 : 채소류는 수입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 우려

가 있는 품목(예: 무, 당근, 인삼 등)은 사전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밀, 옥수수, 콩
○ 과실류 : 사과, 배, 포도, 감(단감)

※ 감(단감)의 경우,「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

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채소류 : 딸기, 토마토, 당근, 배추, 무, 양파, 마늘, 양배추, 파프리카
※ 딸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토마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과 합

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파프리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측

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견과류 : 밤(미탈각)

○ 특작류 : 인삼
○ 서류 : 감자(씨감자)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대파, 당근, 콜라비, 박, 시금치, 청경채, 양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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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복숭아, 대추
○ 채소류 : 멜론(참외), 파프리카, 호박, 오이, 고구마
○ 종자류 : 인삼, 벼, 콩, 잔디
○ 묘목류 : 소나무, 주목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묘, 딸기묘, 팔레놉시스묘, 백합구근, 칼라구근 등

○ 2007. 4월부터 생과실․과채류․재식용 식물에 대한 PRA 규정을 도입, 
품목별 PRA 자료를 베트남측에 제공해야 수출가능

★ 2007.4월 베트남 측의 PRA 규정 도입 전 베트남으로 수출된 실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불가 품목에 해당함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참고사항

국가 품목 주요 수출요건 및 PC 부기사항

베트남

딸기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온실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 필요)
⚪ 포장상자 외부에 “For Vietnam”, 수출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표시
⚪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 기재
  “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 (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

토마토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온실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 필요)
⚪ 포장상자 외부에 “For Vietnam”, 온실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표시
 -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비닐로 씌워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 기재

 “The tomato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tomato fruits to 
Vietnam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Vietnam's quarantine pests as 
well as soil and plant debris/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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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리랑카
 

 수출가능 품목
○ 사과 및 채소종자 9품목(고추, 상추, 수박, 양배추, 오이, 토마토, 무, 

당근, 호박)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 종자류 : 감자, 벼, 고무, 두류, 고구마
○ 묘목류 : 산림, 차나무, 담배, 토마토, 카사바, 수초, 배나무과, 딸기, 망고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국가 품목 주요 수출요건 및 PC 부기사항

감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3회) 필요)
⚪ 베트남 우려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재배지 관리
⚪ 포장상자 외부에 “For Vietnam”,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표시
⚪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 기재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파프리카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배온실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2회) 필요)
⚪ 재배온실은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함
⚪ 포장상자 외부에 “For Vietnam”, 재배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표시
⚪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 기재
  “The consignment of fresh paprika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aprika fruits (Capsicum annum L..) from Korea int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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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싱가포르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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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네시아
 

 수출가능 품목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수출불가 품목
○ 블루베리, 마늘

참고사항

○ 과실류와 열매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 "과실
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는 딴중프리옥항(자카르타) 과부화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딴중프리옥항 입항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경
우, 충청남도산 배만 딴중프리옥항 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 아
래의 추가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관련 :수출지원과-2796(‘14.6.30.)호)

      “The consignment produced from pest free production site as referred in the 
Decre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No. 13/kpts/OT.140/L/01/2014 dated 1 
January 2014“ in the column of additional declaration.”

○ 목재류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브로콜리,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
쫑, 도라지, 호박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느타리, 팽이, 표고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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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수출불가 품목
★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아래의 품목은 수출이 금지됨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Malus속(사과 등), Pyrus속(배 등), Aronia속(아로니아 등), 비파(loquat), 퀸스(quince), 
서양모과(medlar), 모과(Pseudocydonia sinensis), Amelanchier속(채진목속), 
Choenomeles속(명자나무 등), Cotoneaster속(섬개야광나무 등), Crataegomespilus속, 
Crataegus속(산사나무속), Dichotomanthes속, Docynia속, Heteromeles속, 
Osteomeles속, Peraphyllum속, Photinia속(홍가시나무속), Pyracantha속(피라칸사속), 
Raphiolepis속(다정큼나무 등), Sorbus속(마가목 등), Stranvaesia속

★ 아래의 자두곰보병 기주식물은 수출이 금지됨

○ 재식용, 생식물 포함/과실 및 종자 제외
   : Prunus 속(복숭아, 벚나무 등), Euonymus europaeus(유럽빗살나무), Lycium 

barbarum(영하구기자), Ligustrum vulgare(쥐똥나무)

 수출가능 품목
주요 수출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

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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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조건부 수출품목

수출품목 주요 수출검역 요건 비 고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

⚪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
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

재식용 키위 
화분

⚪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PCR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무감염이 증명 되어야 함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21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

재식용 키위 
묘목

⚪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
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
되어야 함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21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

박과류 
재식용식물

⚪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에 대
한 수확 전 검사 또는  종자들에 대한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을 통해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하며, 그리고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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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수출검역 요건 비 고

박과 재식용 
종자류

⚪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하며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 또는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되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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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옥수수, 녹두, 콩, 커피, 참깨, 쌀

※ 쌀의 경우,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6-1호)에 따라 

가공공장 등록, 훈증소독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과실류 : 밤, 포도
※ 포도의 경우,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 및 재배지검사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양파, 생강, 브로콜리, 수삼, 파프리카
※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온실․선과장․저온창고 및 수출업체등록, GAP(농산물우수관리) 및 IPM(병해

충종합관리) 이행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콩, 잠두콩, 가지, 갓, 고추, 근대, 꽃양배추, 당근, 들깨, 멜론, 무, 박, 배추, 

백경채, 부추, 브로콜리, 삼엽채, 상추, 수박, 쑥갓, 시금치, 아욱,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청경채, 치커리, 콜라비, 토마토, 파, 호박, 겨자, 담배
※ 종자류의 경우 사전에 수입자가 중국 검역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에 

해당하는‘국(경)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발급받고 수출자는 수입허가서 

사본을 수출검역신청 시 첨부제출 필요

○ 버섯류 : 팽이, 새송이(큰느타리), Agaricus속 
○ 절화류 : 심비디움, 장미, 백합, 국화,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금어초, 

튤립, 칼라, 카네이션, 해바라기꽃, 스타치스, 아이리스, 
장미, 안개초, 덴드로비움

○ 화훼묘 : 덴드로비움․심비디움․호접란(묘․분화), 선인장(접목선인장), 

칼란코에묘․삽수, 미모사묘, 맨드라미묘, 백합구근
※ 심비디움묘의 경우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포장 등

록, 중국측의 우려병해충 무감염 증명 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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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류 : 동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목백일홍, 소사나무, 석류
나무, 산수유나무, 애기사과나무, 주목나무, 철쭉나무, 피라칸사나무, 

향나무(진백) 춘란(Cymbidium forrestii) 등
※ 재식용 묘목의 경우 사전에 중국에서 수입자가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에서 수출검역신청 시 동 증명서 사본(번역본)을 제출해야 중국측 검역

요건에 적합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가. 재배매체가 없는 경우 : 국가 농업(임업)부 또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농업(임업)청(국)이 발급하는‘국(경)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검역요

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나. 재배매체가 있는 경우 :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구, 질검총국) 

지역해관에서 발급하는‘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검역요구사

항이 기재되어 있음)’

○ 기 타 : 쌀가루, 밀가루, 찹쌀가루, 대두분말, 단풍나무각재, 소나무각재

 수출불가 품목
○ 상기품목 외 대부분의 과실류․과채류․소나무묘(접수 포함) 수출이 

불가능하며, 사전에 수출 가능 여부를 상대국에 확인하여야 함
  - 묘목류 : 소나무묘(Pinus densiflora), 곰솔묘(Pinus thungergii)

  - 기  타 : 곶감, 건곤드레, 건대추칩, 냉동딸기, 건조감귤, 냉동홍시, 
수수가루, 수수, 누룩, 단호박, 잣(식용), 대두, 보리, 맥아

○ 단감 , 감귤 , 참외 , 딸기 , 토마토 , 버섯류(표고․느타리․만가닥) 6품
목은 중국에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흙부착된 단풍나무 등 조경수 수목
★ 중국은 '03. 2월부터 시행된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에 따라 국산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 등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다만 제도시행 전 상업적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해 수출 허용)하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입허용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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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실류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참외(멜론), 감귤, 밤,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고구마, 수삼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한국산 복숭

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

검역요령」에 따라 태국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특히, 감귤은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참외(멜론)는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함(수출 시즌 전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태국 측은 '07. 7월부터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하였음. PRA 제도 시행 전 상업적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PRA 완료 시까지 수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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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주요 수출요건 및 PC 부기사항

태국

사과, 배, 
딸기, 

포도, 감, 
복숭아, 
감귤, 

참외(멜론)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과수원(온실) 및 선과장 등록 
 - 선과장은 SOP를 구비하여야 함
⚪ 포장상자 외부에 다음 5가지 항목 및 “EXPORT TO THAILAND” 부착
 - Product or produce of Korea
 - Name of exporting company
 - Name of fruit
 - Packinghouse code (PHC)
 - Production unit code (PUC)
⚪ (감귤) 재배지검역(오렌지더뎅이병 조사) 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SOPP 또는 과산화초산으로 세척, 태국측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등
⚪ (참외, 멜론) 호박과실파리 모니터링(착과기~수확기) 필요, 태국측 국

외생산지검역 실시
⚪ 품목별 태국측이 요구하는 부기사항 기재(수출검역요령 고시 참고)

12. 홍콩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신선 과채류 등 식용 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없이 휴대․화물 수출가능

★ 재식용인 경우에는 수출검역조건에 대해 상대국에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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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리핀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감귤, 파프리카
○ 채소류 : 양파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수박,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고추, 시금치, 파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새송이, 팽이, 표고 등 모든 품목
★ 버섯류 수출시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The fresh mushrooms are grown in isolated controlled area and all 

meterials used are sterilized. The consignment is free from injurious plant 

pests and diseases”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다육식물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포도, 복숭아, 참다래, 자두, 살구, 밤, 대추, 은행
○ 채소류 : 멜론(참외), 토마토, 딸기, 고구마, 인삼, 무, 배추, 오이, 호

박, 피망
○ 묘목류 : 딸기묘, 잔디묘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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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주요 수출요건 및 PC부기사항

필리핀

사과, 배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상업용 화물만 수출가능(휴대 화물 수출 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모든 수출자 및 

거래 상표명(corresponding brand names)을 통보
⚪ 모든 포장 박스에는 3면에 “FOR PHILIPPINES표시
⚪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PC의 식별표시란

(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필리핀 식물검역소장에게 화물 선적전에 수입허가서, PC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함.

양파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상업용 화물만 수출가능(휴대 화물 수출 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수출업자 명단(주소 

포함)을 통보
⚪ PC 부기사항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

파프리카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재배온실 및 선과장 등록, 관리
⚪ 보관 및 수송중 저온(10℃ 이하) 유지

단감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모든 컨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는 PC의 식별표식란

(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 PC 부기사항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

감귤
⚪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 생과실만 적용됨
⚪ 수출단지(선과장, 과수원) 등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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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당근  등
○ 과실류 : 배

※「한국산 배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0.0℃이하 40일이상 저온처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1.“이 화물의 과실은 인도 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found free from Aculus schlech  

tendali,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Grapholita molesta, 

Harmonia axyridis, Metcalfa pruinosa, Peridroma saucia and 

Botry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

2. 저온처리사항

  “이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ent.”

○ 이 외에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인도 검역당국 홈페이지(http://plantquarantineindia.nic.in)에서 수입 가능 

품목 확인가능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자료출처 : Plant Quarantine (Regulation of Import into India)(Fourth 

Amendment) Order, 2003 Schedule Ⅵ (2018. 5. 24. 개정판)

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3. Abutilon hybridum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12. Actea spp. Tissue cultured 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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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16. Adiantumspp. (Adiantum)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45 days period.

19 　Agapanthus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1 　Agave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7. Albizia lebbeck(Acaci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45 days period.

28. Alcea spp. (Hollyhock)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30. Allamanda spp.(Allamand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45 days period.

31.
Allium species (onion,garlic, leek, shallot, etc.)

Seeds/bulbs forsowing or planting

Free from:(a) Smut (Urocystis cepulae)(b) Slippery skin (Pseudomonas cepacia) (c) Dry rot (Embellisia allii)(d) Marginal necrosis (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e) Pod and stem blight (Phomopsis longicolla)(f) Stem and bulbs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g) Onion maggot (Hylemia antiqua)

Free from soil.

31 〃 Bulbs forconsumption

Free from:(a) Smut (Urocystis cepulae) (b) Dry rot (Embellisia allii)(c) Stem and bulbs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 Onion maggot (Hylemia antiqua)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at 16 g. per cubic metre for 12 hrs. at 21oC and above or equivalent or any other treatment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and the treatment should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issued at the Country of Origin/re-export.

31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8. Alpinia katsumadai
Dried fruits forconsumption

Nil Free from soil and other plant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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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39 　Alstromer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2. Alyssum spp. (Alyssum)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44
　Amaranthus caudatus(Amaranthus)

　Seeds for sowing Nil Freedom from quarantine weedseeds

45 Amaryllis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7 Ananas comosus (Pineapple)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Commercial impors permitted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55 　Anthium graveolens (Dill)

Stalk (dried)for consumption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57

Anthurium spp. and otheraroids (Anthurium, Dieffenbachia, Caladium, Syngonium, Aglaonema, Spathiphyllum, Monstera Phylodendron)

Cuttings/saplings for planting
Free from Bacterial blight (Xanthomonas axonopodis pv. dieffenbachiae)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60 days.

57 〃 Cut flowers
Free from Bacterial blight (Xanthomonas axonopodis pv. dieffenbachiae) Nil

57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produced from stock tested and maintained virus-free. Nil

57 　(i) Philodendron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7 (ii) Spathiphyll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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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57 (iii) Syngoni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62 Apium graveolens (Celery)
Seeds forconsumption Nil Free from soil and quarantineweed seeds

62 〃 Seeds forsowing
Free from:(a) Pseudomonas viridiflava (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b) Peanut stunt virus

Seed crop inspection andcertification for (b)

63. Aralia spp. (Arali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45 days period.

66 Archonthophoenix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66 〃 Plants forpropagation Nil
(i)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68. Areca spp. Seeds forsowing Free from cadang – cadang viroid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68 〃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i) Coconut cadang -cadang viroid(ii)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a(iii) Rhabdoscelus obscurus (Sugarcane weevilborer)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69 Arenga spp. Seeds forsowing Free from cadang – cadang viroid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69 〃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i) Artona catoxantha (coconut leaf moth) (ii) Coconut cadang – cadang viroid(iii) Rhynchophorus vulneratus (Asiatic palm weevil) (iv) Darna diducta (nettle caterpillar)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77 Asparagus officinalis(Asparagus)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79. Astel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80　 　Astilbe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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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82 　Bambusa spp. (Bamboo)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Nil

87 　Bellis spp. (Bellis)
　Tissue culturedplants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91. Beta vulgaris (Beet Root)
Seeds for sowing

Free from:(a) Downy mildew (Peronospora farinosa) (b) Silvering disease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betae)(c) Bacterial blight (Pseudomonas syringae pv. aptata)(d) Beetroot cyst nematode (Heterodera schachtti) (e) Beetroot rust (Uromyces spp.)(f) Beetroot yellows necrotic virus (rhizomania).

Free from soil.

101.
Bougainvillea spp.(Bougainville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104

Brassica spp (Mustard,Rape/canola, Cabbage, Cauliflower, Kohlrabi, Brussels sprouts, Broccoli, Knol Khol, Chinese Cabbage and other Cole crops)

Seeds for sowing

Free from:(a) Leptosphaeria maculans (black leg)(b) Pseudomonas viridiflava (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c)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bacterial bleaf spot)(d)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black rot)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Import except the trial material of the same crop species or variety as specified in Schedule XII of this Order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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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104 〃 Seeds forconsumption Nil

(i) (a) Weed free crop/ area certification or(b) Zero dockage certification in respect of quarantine weed seeds i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c) Devitalization of seed by heat treatment at 120oC for 15 minutes or any other equivalent treatment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ii) Management of handling, transportation, milling, and processing of import consignment and manner of disposal of refuse as per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or to the Government of India

107. Bromeliad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08 Butia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108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110. Butyrospermum paradoxum
Nuts for processing Free from: Fumigation by Methyl bromide

112. Cacti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a) Cactus cyst nematode (Cactodera cactii) (b) Cactus virus X. and 2 (Carlavirus)

(i) The plants shall be grown in post-entry quarantine facility for a period of 45-60 days.(ii) Free from soil.

115 Calamus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115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116 Calathe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16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45 day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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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119. Callibrocho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20
Callistemon spp.(Bottle brush)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120 〃
Plants/ cuttingsfor 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45 days period.

　124 　Cann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26.
Capsicum spp. (Pepper/Chillies)

Seeds for sowing

Free from:(a) Bacterial scab (Xanthomonas vesicatoria)(b) Pepper viruses viz. mild mosaic and mild mottle(c) Peronospora hyoscyami sp. tabacina(d) Tomato ringspot virus(e) Tomato black ring vir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ii)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Pepper viruses viz. mild mosaic and mild mottle, Tomato ringspot virus and Tomato black ring virus

127. Carduus spp. (Musk Root)
Dried root formedicinal use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128 　Carex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43.
Ceratozamia spp ./Macrozamia spp. (Cycad)

Seeds for sowing Nil Freedom from quarantine weedsseeds

147 Chamaerops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147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153.
Chlorophytum spp.(Chlorophytum)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154.
Chlorophytum comosum(Safed musli)

Dried plantmaterial for medicinal use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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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155
Chrysanthemum spp.(Chrysanthemum)

Cuttings(rooted/ un-rooted)for planting.

Free from:(a) Fasciation (Rhodococcus fascians)(b) Foliar nematodes (Aphelenchoides fragariae, A. ritzemabosi)(c)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 South American leaf miner (Liriomyza huidobrensis)(e) Burdock leaf miner (Amauromyza maculosa) (f) White rust (Puccinia horiana)(g) Ray blight and stem canker (Didymella ligulicoa, syn. Ascochyta chrysanthemi)(h) Bacterial leaf blight (Pseudomonas viridiflava) (i) Chrysanthemum viruses viz. chlorotic mottle, stunt, vein chlorosis, virus B.

(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45-60 days.(ii)Free from soil ontamination.

(iv)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a) Bacterial blight (Pseudomonas cichorii) (b) White rust (Puccinia horiana)(c) Tomato foot rot (Phytophthora cryptogea)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156
Cicer aeriatinum (ChickPea)

Seeds forsowing Free from Pod and stem blight (Phomopsis longicolla)

Import except the trial materialof the same crop species or variety as specified in Schedule XII of this Order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156 〃 Seeds forconsumption Nil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Plant Protection Adviser.

157.
Cichorium spp. (Chicoryand Endive)

Seeds for sowing

Free from:(a) Bacterial blight (Pseudomonas cichorii) (b) Bidens mottle virus,(c) Chicory yellow mottle virus(d) Anthracnose (Marssonina panottoniana)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159 Citrullus lanatus(Watermelon)
Seeds forsowing

Free from:(a) Bacterial fruit blotch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b) Angular leaf spot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c) Soft rot (Xanthomonas melonis)(d)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mosaic virus 2.(e) Verticillium albo-atrum(f) Squash mosaic vir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mosaic virus 2, Verticillium albo-atrum, Squash mosaic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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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Seeds forconsumption Nil

(i) (a) Weed free crop/ area certification or (b) Zero dockage certification in respect of quarantine weed seeds i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c) Devitalization of seed by heat treatment at 120oC for 15 minutes or any other equivalent treatment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ii)Management of handling, transportation, milling, and processing of import consignment and manner of disposal of refuse as per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or to the Government of India

167.
Clerodendrum inerme(Clerodendron)

Plants/ cutting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168. Cliv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69. Coccothrinax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and soil contamination.

171. Codiaeum variegatum(Croton)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172.
Coffea spp.(Coffee and related species of Rubiaceae)

Coffee bean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 Coffee Berry Borers (Hypothenemushampei, Sophranica ventralis)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182 Cordyline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82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45 days.

185.
Cortaderia spp.(Pampas grass, etc)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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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Crataegus spp. (IndianHawthorn)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196 Asparagus officinalis(Asparagus)

Dried grains(seeds) for consumption
Nil Nil

197
Cucumis sativus (Cucumberand related species)

　Seeds for sowing

Free from:(a) Fusarial wilts (Fusarium oxysporum f.sp. cucumerinum)(b) Black spot (Phomopsis sclerotoides)(c) Septoria leaf spot (Septoria cucurbitarum) (d) Cucumber seed-borne virus viz. leaf spot (e) Verticillium alboatrum(f) Squash mosaic vir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s seeds.(ii)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ucumber seed-borne virus and squash mosaic virus.

　199
　Cucurbita maxima(Banana Squash)

　Seeds for sowing Free from Pseudomonas viridiflava (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00　 　Cucurbita moschata(Pumpkin)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01
Cucurbita pepo (SummerSquash)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03 Curcum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05 Cycas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205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a period of 45 days.

211. Daemonorops verticillaris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and soil contamination.

216. Daucus carota (Carrot)
Seeds for sowing

Free from:(a) Bacterial blight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b)Carrot viruses (mottle dwarf, red leaf and yellow leaf)

(a)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arrot viruses.

217. Davallia spp. (Davalli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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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Delphinium hybrids(Delphinium)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24　 　Dianthus spp.(Carnation)
Seeds/Cutflowers

(a) Free from: Rust (Uromyces dianthi(b) Smut (Sorosporium spaonariae)(c) Downy mildew (Peronospora dianthi, P. dianthicola)(d) Ditylenchus dipsaci (stem and bulb nematode) (e) Arabis mosaic virus (hop barebine)

(i)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arabis mosaic virus.

224 〃
Cuttings/saplings for sowing/planting

Free from:(a) Bacterial wilt and stem cracking (Burkholderia caryophilli)(b) Slow wilt (Erwinia chrysanthemi pv. dianthicola)(c) Rust (Uromyces dianthi)(d) Smut (Sorosporium spaonariae)(e) Downy mildew (Peronospora dianthi, P. dianthicola)(f) Carnation viruses viz. latent, mottle virus

Post-entry quarantine facility fora period of 45-60 days.

224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26 　Dicentr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35. Dionea(Venus fly tra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36. Dioon sp.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43.
Dracaena spp.(Bamboo Lucky)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244. Duranta spp. (Duranta)

Plants/ cutting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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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laeis guineensis (Oil palm)and related species

Seeds/ Pollen/Seed sprouts

Free from(a) Vascular wilt (Fusarium oxysporum f.sp. elaeidis)(b) Freckle (Cercospora elaedis)(c) Red ring (Rhadinaphelenchus cocophilus) and its vector Rhyncophorus palmarum(d) Lethal bud rot or sudden wilt [Marchites sorpresiva (phytoplasmas)](e) Fatal wilt or hart rot (Phytomonas staheli) (f) Leaf mottle virus(g) Cadang cadang and related viroids(h) Palm kernel borer (Caryobruchus spp. and Pachymerus spp.)

(i)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ii)Consignment will be grown under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10-12 months.

255 Encephalartos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55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256. Entandrophragma spp.(Sapeli)
Wood with/withoutbark

Free fromHypsipyla robusta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at 48 g. per cubic metre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or any other treatment approved by Plant Protection Adviser. The treatment should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issued at the country of origin/re- export.

262. Eryngi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63. Erysimum spp.(Wall flower)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77. Euphorbia milii (Flamingo)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278. Euphorbia pulcherrima(Poinsetti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282 Euterpe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282 〃 Plant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 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287. Fats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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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Ficus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290 〃
Plants/ cuttingsfor 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293　
Flower bulbs:(a) Dahlia spp.

Tubers forplanting or propagation
Free from viruss affecting dahlia except dahlia mosaic virus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ii) Free from soil

293
Flower bulbs:(b) Gladiolus spp.

Corms/Corm letsfor planting or propagation

Free from:(a) Smut (Urocystis gladiolicola)(b) Rusts (Uromyces gladioli and U. transversalis) (c) Corm rot (F. oxysporum f.sp. gladioli)(d) Hard rot (Septoria gladioli)(e) Scab and neck rot (Burkholderia marginalis) (f) Base rot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 (ii) Free from soil

293
Flower bulbs:(c) Heliconia spp.

Rhizomes forpropagation
Free from Moko wilt (Burkholderia solanacearum Race 2)

Post entry quarantine period forone growth season

293
Flower bulbs:(d) Hyacinthus spp.

Bulbs forpropagation

Free from:(a) Bacterial blight or yellow slime (Xanthomonas hyacinthi)(b) Hyacinth mosaic virus (Poty virus)(c)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ii) Free from soil(iii)Hot-water treatment of bulbs at 45oC for 4 hrs followed by suitable fungicid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Or Treatment with Methyl Bromide @ 32 g/m3 for 2 ½ hrs at 210C or above under NAP or equivalent or any other treatment specifi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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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Flower bulbs:(e) Iris spp. (bulbous andrhizomatous varieties)

Bulbs/rhizomes forplanting or propagation

Free from:(a) Fusarial rot (Fusarium oxysporum f.sp. gladioli) (b)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c) Sclerotinia rot (Sclerotinia bulborum)(d) Iris virus (Potyvirus)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ii) Free from soil(iii)Hot-water treatment of bulbs at 45oC for 4 hrs followed by suitable fungicid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Treatment with Methyl Bromide @ 32 g/m3 for 2 ½ hrs at 210C or above under NAP or equivalent or any other treatment specifi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293
Flower bulbs:(f) Lillium spp. (Lilly)

Bulbs forplanting

Free from:(a) Fusarium wilt (Fusarium oxysporum f.sp. lilii) (b) Anthracnose (Colletotrichum lilii)(c) Bacterial leaf spot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d) Lilly viruses (lilly rosette, lilly symptom less, tulip breaking and lilly curl stripe)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 (ii) Free from soil

293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a) Tulip breaking virus(b) Lily mottle virus(c) Lily virus X(d) Tobacco mosaic virus(e) Tobacco rattle virus(f) Broad bean wilt fabavirus (g) Tomato ringspot nepovirus (h) Lily mild mosaic virus

Nil

293
Flower bulbs:(g) Narcissus spp.(Narcissus)

Bulbs for planting

Free from:(a) Basal rot (Fusarium oxysporum f. sp. narcissi) (b)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c) Narcissus fire (Botryotinia polyblastis)(d) Leaf scorch (Stagnospora curtissi)(e) Narcissus bulb flies (Merodona equesteris, Eumerus strigatus and E, tubuculatus)(f) Narcissus viruses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ii) Free from soil(iii)Hot-water treatment of bulbs at 45oC for 4 hrs followed by suitable fungicid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Treatment with Methyl Bromide @ 32 g/m3 for 2 ½ hrs at 210C or above under NAP or equivalent or any other treatment specifi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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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Flower bulbs:(h) Tulipa spp.

Bulbs for plantingor propagation

Free from:(a) Bulb and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 Yellow pustule and hellfire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oortii)(c) Tulipa viruses viz. band breaking, chlorotic blotch, virus x and other seed borne viruses.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ii) Free from soil(iii)Hot-water treatment of bulbs at 45oC for 4 hrs followed by suitable fungicid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Treatment with Methyl Bromide @ 32 g/m3 for 2 ½ hrs at 210C or above under NAP or equivalent or any other treatment specifi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293
Flower bulbs:(i) Zantedeschia spp. (Callalilly)

(i) Corms forpropagation or planting

Free from:(b) Bacterial leaf spot (Xanthomonas campestris pv. zantedeschiae)(b) Zantadeschia mosaic virus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 (ii) Free from soil.

293 〃 (ii)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zantedeschia mosaic virus

Nil

293
Flower bulbs:(i) Zingiber mioga(Ornamental Zinger)

Rhizomes forpropagation
Free from Leaf blight (Xanthomonas campestris pv. zingibericola)

(i) 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 (ii) Free from soil.

298　 　Freesia spp. (Freesia)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04. Genista spp.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05 Gentian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07 Gerbera jamesonii(Gerbera)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07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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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Glycine spp.(Soybean) Seed for sowing

Free from:(a) Downy mildew (Peronospora manshurica) (b) Stem canker (Diaporthe phaseolorum var. caulivora)(c) Root and stem rot (Phytophthora megasperma var. sojae)(d) Pod and stem blight (Phomopsis longicolla) (e) Soybean cyst nematode (Heterodera glycines)(f) Bacterial wilt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g) Soybean viruses viz. dwarf, chlorotic mottle, stunt, poty.(h) Bruchids (Bruchidius spp.)

(i) Import except the trial material of the same crop species or variety as specified in Schedule XII of this Order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ii) Free from soil.

311 〃
Seeds forconsumption/processing

Free from Bruchids (Bruchidius spp.)

(i)(a)Weed free crop/ area certification or (b)Zero dockage certification in respect of quarantine weed seeds i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c)Devitalization of seed by heat treatment at 120oC for 15 minutes or any other equivalent treatment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ii)Management of handling, transportation, milling, and processing of import consignment and manner of disposal of refuse as per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or to the Government of India

314. Gossypium spp. (Cotton)

Raw cotton balesfor industrial use.

Free from Cotton boll weevils (Anthonomus grandis, A. peninsularis and A. vestitus)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24 g/cu. m for 24 h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t the port of entry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321. Hedera spp.(Heder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322. Hedichi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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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elianthus spp. (Sunflower)
Seeds forsowing

Free from:(a) Downy mildew (Plasmopara halstedii) (b) Bruchid (Bruchidius spp.)(c) Larger Dermestid beetle (Trogoderma versicolor)

(i)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ii)Seed treatment with metalaxyl @ 2% at the country of origin prior to ship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323 〃
Seed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Nil

(i) (a) Weed free crop/ area certification or (b) Zero dockage certification in respect of quarantine weed seeds i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c) Devitalization of seed by heat treatment at 120oC for 15 minutes or any other equivalent treatment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ii)Management of handling, transportation, milling, and processing of import consignment and manner of disposal of refuse as per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or to the Government of India.

326　
　Helleborus spp.(Lantern/ Christmas flower)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28. Hemerocallis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29. Heucher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30 Hibiscus spp. (Hibiscus)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332 Hieracium pilosella

Whole plant (dried)(except seeds) for processing

Free from Ditylenchus dipsaci (stem and bulb nematode)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under NAP and thetreatment to be endorsed on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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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Hoord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34 Hordeum spp. (Barley) Seeds forsowing

Free from:(a) Glume rot (Pseudomonas syringe pv. atrofaciens)(b) Barley Stripe mosaic (Hordeivirus) (c) Ergot (Claviceps purpurea)(d) Granary weevil (Sitophilus granari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s.(ii)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334 〃 Grains forconsumption
Free from :(a) Ergot(Claviceps purpurea)(b) Granary weevil (Sitophilus granarius)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bic metre @21oC and above for 24 hrs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Protection Adviser.

334 〃 Grains formalting
Free from:(c) Ergot (Claviceps purpurea)(d) Granary weevil (Sitophilus granarius)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32g/cu. Metre at 21 degree Celsius or above under NAP or Fumingation with Aluminum Phosphide @9g/metric tonne (in case of import in bulk) with an exposure period of 21 days and either of the above treatment is to be endorsed on the PSC.

335　 　Host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hosta virus X

Nil

336 Howea spp.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 seeds

336 〃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nsa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337 Humulus spp. (Hops)
Cuttings(rooted/ un- rooted)/saplings

Free from:(a) Downy mildew (Pseudoperonospora humuli) (b) Hops cyst nematode (Heterodera humuli)(c) Hop viruses

(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6 months. (ii)Free from soil.

337 〃

Dried flowercones (hops) in bales for industrial processing

As above at (b)

(i) Heat treatment at 630C for 6 hrs(ii)The refuge collected from the Mill and the jute bags that are used for packing should be destroyed by inci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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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Hydrange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a) Hydrangea ring spot virus(b) Tomato ring spot virus
Nil

342. Hypericum spp.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44 Hyphaene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44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 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345.
Hypnum curvifolium(Hypnum Moss/ GreenMoss)

Moss forconsumption/process ing
Nil

(i) Import Permit should be obtained from Plant Protection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Faridabad(ii) Free from soil, grain and weed seeds.(iii)Steam sterilized for 30 minutes

349. Iberis spp.(Candytuft)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62. Ixora spp. (Ixora)
Plants/ cuttingsfor 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363 Jatropha curcas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63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Nil

364 Jessenia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64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368. Kalm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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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Kochia spp. (Kochia)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73.
Lagenaria siceraria(Bottle gourd)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378 Latania spp.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378 〃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i) Coconut cadang cadang viroid(ii)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a

(i) Free from soil.(ii)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388. Leucojum spp. (Snowflake)
Bulb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for one growth season.

391. Libbert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92. Licuala grandis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and soil contamination.

393
Limonium spp.(Limonium/ Statice)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396. Linum spp. (Flax) Seeds forsowing Nil
(i) Imports permitted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i)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401. Livistona sp. Seeds forsowing Free from Coconut cadang-cadang viroid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401 〃 Plants forpropagation

Free from:-(i) Coconut cadang - cadang viroid(ii)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a(iii)Promecotheca caerulipennis (Fiji coconut hispid)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406. Lorapatul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07. Lotus spp. (Lotus) Bulbs forsowing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45 days

412　 Lupinus spp.(Lupinus)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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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Lycopersicon esculentum(Tomato)
Seeds for sowing

Free from:(a) Bacterial canker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 sp. michiganensis)(b) Bacterial leaf spot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c) Bacterial pustule (Pseudomonas syringae pv. punctulens)(d) Potato spindle tuber (viroid)(e) Peronospora hyoscyami pv. Tabacina(f) Phoma andigena(g) Verticillium alboatrum(h)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Sepedonicus(i) Pepino mosaic virus(j) Tomato aspermy virus (k) Tomato black ring virus (l) Tomato bushy stunt virus (m)Tomato ring spot virus

(i)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ii)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i) to (m).

416 Lytocaryum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416 Lytocaryum spp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417. Lytocaryum weddellianum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and soil contamination.

423. Magnol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36.
Medicago spp. (Lucerneor Alfa alfa)

Seeds for sowing

Free from:(a) Yellow leaf blotch (Pyrenopeziza medicaginis) (b) Sclerotinia wilt (Sclerotinia trifoliorum)(c) Bacterial wilt (Corynebacterium michiganense pv. insidiosum)(d) Alfalfa cryptic vir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Commercial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444 Metroxylon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444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448　 　Miscanthus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55. Mucuna (Mucun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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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Musa spp. (Banana)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Commercial imports subject toprior approval of DAC.

458

Mushroom: Agaricus bisporus (Button),Agaricus subrufescens(Almond),Auricularia polytricha(Cloud Ear), Boletus edulis (Porcini), Cantharellus cibarius (Chantrelles),Craterellus cornucopioides (Black Trumpets), Flammulina velutipes (Enoki),Lentinula edodes(Shiitake),Morchella esculenta(Morels), Marasmius oreades (Fairy ring), Pleurotus ostreatus (Oyster),Pleurotus eryngii(King oyster)

Mushroom spawn
Free from:Soil, insects, diseases, weed seeds and contamination of other plant material. Nil

462. Nandina compacta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63　
　Nandina spp. exceptNandina compacta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467. Neoregelia spp.(Neoregelia)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467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a period of 45 days.

470. Nephrolepis spp.(Nephrolepis)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a period of 4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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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Nicotiana spp.
Leaves(unmanufactured)in bales

Free from:(a) Chocolate moth (Ephestia elutella)(b) Blue mould (Peronospora hyoscyami f.sp. tabacina)
Fumigation with AluminiumPhosphide (Phosphine) @ 3 tablets per tonne for 5-7 days.

475. Nypa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475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482

Orchids : (Aranda,Cattleya, Cymbidium, Dendrobium, Lawlio- cattleya, Mokara, Odontoglosum, Phalaenopsis, Vanda, Vanila etc.)

Saplings

Free from:(a) Bacterial leaf spots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and Erwinia chrysanthemi)(b) Blossom blight (Phyllostica capitalensis) (c) Orchid viruses such as vanilla necrosis, Odontoglosum ring spot and orchid fleck etc.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60 days.

482 〃 Tissue-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virus-free.

Nil.

482 Cattley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a) Odontoglossum ring spot virus
Nil

484. Origanum spp.(Origanum)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

485.

Ornamental Palm species:(Arikuryoba,Borasus, Caryot a, Carypha, Chamaeodorea, Chrysalidocorpus, Dictyosperma, Washingtonia, Roystonia, Hyophorbe, Pritchardia, Sabal, Syogrus, Trachycorpus, Vietchia, Mascarena )

Seeds/Seed sprouts

(i) Free from:   (a) Bactrial blight (Acidovorax avenae sub sp. avenae)- For Carypha spp only(b) Mosaic (Poty virus)- For Washingtonia spp only (c) Red ring nematode (Rhadinaphelenchus cocophilus)(ii)Certified that the seeds/seed sprouts collected from mother palms free from Cadang cadang (viroids)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10-12 months

486　 Ornithogalum spp.
　Seeds/Seed sprou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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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Oryza sativa (Rice)
Grains forconsumption

Free from Granary weevil (Sitophilus granarius)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for 24 hrs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488. Osteosperm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01.
Passiflora foetida (StoneFlower)

Dried flowers formedicinal use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504
Pelargonium spp.(Pelargonium)

(i) Seeds/ Cuttings/Saplings for planting or propagation

Free from:(a) Bacterial spot (Xanthomonas campestris pv. pellargonii)(b) Pelargonium viruses viz. flower break virus, leaf curl virus, vein clearing virus and zonate spot vir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45-60 days.

504
Pelargonium spp.(Pelargonium)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10. Peprom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11. Perilla frutescens (Perilla)
Seeds for sowing Nil Freedom from quarantine weedseeds

514 Petun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petunia asteroid mosaic virus

Nil

519 Phoenix dactylifera(Date palm)
Suckers/Plantsfor planting

Free from:(a) Bayood (Fusarium oxysporum f.sp. albedinis) (b) Palm lethal yellowing (Phytoplasmas)(c) Texas root rot (Phymatotrichum omnivorum)(d) American palm weevil (Rhyncophorus palmarum)

(i)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ii)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one year.

519 〃
Tissue culturedplants for propagation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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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Fresh/ dryfruits for consumption

Free from Palm kernel borer (Pachymerus lacerdae)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16 g/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520. Phormi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33 Pisum spp. (Pea) Seeds forsowing

Free from:(a) Pod and stem blight (Phomopsis logicolla)(b)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c) Pea cyst nematode (Heterodera goettingiana) (d) Bruchids (Bruchidius spp. Specularis impressithorax)(e) Pea viruses viz. early-browning, enation mosaic and green mottle.

(i) Free from soil.(i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i) Seed shall be appropriately treated with suitable fungicide and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533 〃
Seed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a)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 Pea cyst nematode (Heterodera goettingiana) (c) Bruchids (Bruchidius spp. Specularis impressithorax)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536 　Plumeria rubra
Tissue culturedplants Nil Post-entry quarantine growingfor a period of 45 days.

539. Polypodium spp.(Polypodium)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540. Polyscias spp.(Polyscias)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541
Pome Fruits: (Apple, Pear(Pyrus spp.) and Quince(Cydonia spp.)).

Cuttings/Saplings/ Bud wood for planting or propagation

Free from:(a)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b) Crown gall (Agrobacterium tumefaciens) (c) Hairy root (A.. rhizogenes)(d) Apple and pear rusts (Gymnosporangium spp) non Asiatic(e) Apple scar skin, apple stem grooving viruses. (f) Seed chalcid (Megastigmus spermotrophus) (g) Viruses/ phytoplasmas affecting Pomidae.

(i)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1-2 years.(ii)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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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planting material is obtained frommother stock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and phytoplasmas affecting Pomidae.
The above condition at (i) shallnot apply.

541 pyrus spp
Fresh fruit for consumption

Free from :a) Aculus schlechtendali (Apple rust mite)b)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c)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sp. pyricola (Physalospora canker)d) Carposina sasakii (peach fruit moth)e) Grapholita molesta (oriental fruit moth)f) Harmonia axyridis(harlequin ladybird)g) Metcalfa pruinosa (frosted moth-bug)h) Peridroma saucia(pearly underwing moth)

(i) MBr fumigation at 32 g/cubic meter for 2 hrs at 21 degree C or above under NAP or equivalent thereof or(ii)Pre-shipment / intransit cold treatment at 0.0 degree C or below for 40 days. The treatment should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issued at the country of origin/reexport.

545.
Pot pourie/ dried decorativeplant material

Decorative plantmaterial (dried) for consumption
Nil

(i)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at 48 g. per cubic metre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or any other treatment approved by Plant Protection Adviser. The treatment should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issued at the country of origin/re-export.(ii)Free from quarantine weeds seeds.

559. Pteris (Pteris)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561. Ptychosperma macarthurii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seeds and soil contamination.

569　 　Raphanus sativus (Radish)
　Seeds for sowing Free from Pseudomonas viridiflava (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570 Raphia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570 〃 Plants forpropagation Nil
(i) Free from soil.(ii)Post entry quarantine growing for a period of 10-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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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Rhe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73　 　Rhododendron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78. Rosa spp. (Rose)

Rooted cuttings/Grafts/ Bud wood/Saplings for planting

Free from:(a) Crown gall (Agrobacterium tumefaciens) (b) Hairy root (A. rhizogenes)(c) Brand canker (Coniothyrium wernsdorfiae) (d) Brown canker (Cryptosporella umbrina)(e) Downy mildew (Peronospora sparsa) (f) Rust (Phragmidium spp.)(g) Rose streak virus(h) Rose wilt virus

(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18 months except budding fpr 90 days(ii)Free from soil for rooted cuttings.

592　 　Sansevier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es. Nil

594. Sarosoni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97 Schefflera spp. (Brassia)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597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603. Senna siamea (Cassia)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growingfor 45 days period.

611. Sinningia spp.(Gloxinia)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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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Cranberry 
(Vaccinium 
spp.)(a) Blue berry andCranberry (Vaccinium spp.)

CuttingsRooted/unrooted / Grafts/Bud wood/Saplings for planting.

Free from:(a) Leaf rust (Pucciniastrum myrtili) (b) Red leaf (Exobasidium vaccinii) (c) Red gall (Synchytrium vaccinii)(d) Witches‟broom (Pucciniastrum goeppertianum) (e) Straw berry weevils (Anthonomus signatus and A. bisignifer)(f) Blue berry viruses viz., blue berry mosaic, shoe- string, red (necrotic) ring spot, leaf mottle, peach rosette and tomato ring spot(g) Phytoplasmas (blueberry stunt, witches‟broom and cranberry false blossom

(i)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i)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9-12 months;(iii)Free from soil(iv) Dormant cuttings shall be appropriately treated or fumigated at the country of origin prior to shipment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Seeds forsowing
Free from:(a) Mummy berry (Monilia vacciniicorymbasi) (b viruses affecting blueberry and cranberry as per item (f) above.

As per conditions (i) and (ii)stated above.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from mother stock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virus-free.

As per condition (i) statedabove.

613
(b) Gooseberry and Currants(Ribes spp)

CuttingsRooted/un- rooted)/Bud wood/ Grafts/ Saplings

Free from:(a) American (gooseberry) mildew (Sphaerotheca morsuvae)(b) European (gooseberry) mildew (Microsphaeria grassulariae)(c) Leaf spot (Anthracnose) (Pseudopeziza ribis) (d) Cluster cup rust (Puccinia pringsheimiana)(e) Black pustule (Plowrightia ribesia)(f) Cane blight (Botryosphaeria ribris)(g) Viruses viz., black current reversion, gooseberry vein banding, arabis mosaic, and strawberry latent ring spot.

(i) Commercial imports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peration.(ii)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9-12 months.(iii)Free from soil(iv)Dormant cuttings shall be appropriately fumigated or treated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Seeds forsowing
Free from seed-borne viruses such as raspberry ring spot, arabis mosaic and strawberry latent ring spot. As per condition (i) and (ii).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from mother stock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virus-free.

As per condi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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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c) Raspberry (Rubus spp.)

CuttingsRooted/un-rooted)/ Bud wood / Grafts/ Saplings.

Free from:(a) Crown gall (Agrobacterium tumaefaciens) (b) Hairy root (A. rhizogenes)(c) Rusts (Gymnoconia nitens, Kuehneola uredinalis, Phragmedium bulbosum, P. rubi-idaeli, P. violacearum and Pucciniastrum americanum)(d) Downy mildew (Peronospora rubi)(e) Straw berry weevils (Anthonomus signatus and A. bisignifer)(f) Viruses such as leaf mottle, leaf spot, bushy dwarf, leaf curl, raspberry (black) necrosis, vein chlorosis and yellow dwarf, arabis mosaic and straw berry shoestring.

(i)  Commercial imports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i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9-12 months.(iii) Free from soil(iv) Dormant cuttings shall be appropriately fumigated or treated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Seeds forsowing
Free from seed-borne viruses such as raspberry ring spot, arabis mosaic and straw berry latent ring spot. As per condition (i) and (ii).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indexed and maintained virus-free.

As per condition (i).

613
(d) Straw berry (Fragariaspp.)

Stem (runner)cuttings (rooted/un- rooted) forplanting.

Free from:(a) Phomopsis blight (Phomopsis obscurens) (b) Red stele (Phytophthora fragariae)(c) Crown rot (Phytophthora cactorum)(d) 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e) American dagger nematode (Xiphinema americanum)(f) Leaf blotch (Gnomonia fragariae)(g) Straw berry weevils (Anthonomus signatus and A. bisignifer)(h) Straw berry viruses viz., vein banding, crinkle leaf (rhabdovirus), mild yellow edge, latent ring spot (nepovirus), latent C.(i) Aster yellows, straw berry green petal, phyllody and yellows (phytoplasmas).

(i)  Commercial imports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i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9-12 months.(iii) Free from soil(iv) Dormant cuttings shall be appropriately fumigated or treated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Seeds forsowing
Free from seed-borne viruses such as arabis mosaic,raspberry ring spot and straw berry latent ring spot.

The above condition at (i) and(ii)

Tissue-cultured plants for planting

Certified that tissue-cultured plants are obtainedfrom mother stock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virus-free.
The above condition 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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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i. Soil
In any form (forresearch purpose)

Free from: insect pests, nematodes, microbes and quarantine weed seeds
(i) Dry heat at 121 o C (core temp.) for two hours or(ii)Steam heat (autoclave) at 121 o C for 30 minutes at 15 psi

ii. Growing media (withsoil, peat or other organic materials)

In any form (withor without plant)
Free from: insect pests, nematodes, microbes and quarantine weed seeds Steam heat (autoclave) at 121 oC for 30 minutes at 15 psi

iii. Sand
In any form (fornon-agricultural purpose)

Free from: insect pests, nematodes, microbes quarantine weed seeds and organic matter like plant debris etc. Nil

iv. Peat or sphagnum moss
In any form Free from: insect pests, nematodes, microbes, quarantine weed, soil

(i) Steam heat (autoclave) at 121 o C for 30 minutes at 15 psi or(ii)Peat should be excavated beneath 2 meter from the surface.

(v) Similar materials:inorganic soil additives, Leonardite, Lignite, Pure sand (Silica, Zircon, Quartz etc.), Pure clay like Kaolin etc., Rock aggregates and Gravel, Volcanic, Pumice, Chalk, Rock salt, Diatomaceous earth , All kinds of ore, Vermiculite, Perlite, Gypsum , Geoliote etc.,

In any form(for industrial and non agricultural purpose)

Nil Free from organic matter likeplant debri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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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Stone fruits (plum, peach,cherry, apricot, almond, nectrine) (Prunus spp.)

Stones (Seeds)/Grafts/ Bud wood/ Cuttings.

Free from:(a) Crown gall (Agrobacterium tumefaciens) (b) Hairy root (A. rhizogenes)(c) Bacterial die back of peach (Pseudomonas syringae pv. persicae syn. P. morsprunorum)(d) Black knot (Dibotryan morbosum) (e) Gummosis (Euitypa armeniaceae)(f) Brown rot (Monilinia fructicola) (American strain)(g) Blossom blight and fruit rot (M. laxa) (h) Scab (Venturia cerasi, V. carpophila) (i) Cherry leaf spot (Blumeriella jaapii)(j) Plum weevil (Conotrachelus menuphar) (k) Stone virus viz. Prunus virus S.

(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1-2 years(ii) Commercial imports are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ii)Plants cuttings shall be appropriately fumigated or treated against insect infestation prior to dispatch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The stones (seeds) shall be treated with suitable fungicide

624 〃 Tissue culturedplant
Certified that the tissue-cultured plants obtained from mother stock indexed/tested and maintained virus-free

The above conditions shall notapply except the condition at (ii).

624 〃
Fresh fruits forconsumption

Free from:(a) Oriental fruit moth (Cydia molesta) (b) Gypsy moth (Lymantria dispar)(c) 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d) Manchurian fruit moth (Cydia inopinata) (e) Cherry fruitworm (C. packardi)(f) Plum moth (C. prunivora)(g) Cherry fruit fly (Rhagoletis spp.)(h) Peach fruit moth (Carposina niponenosis) (i) Q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i)

(a)Pest free area status for 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and Cherry fruit flies (Rhagoletis spp.) as per international standards or(b)MB fumigation @ 32 g/cubic metre for 2 hrs at 21oC or above at NAP or equivalent thereof against Cherry fruit flies and Mediterranean fruit fly or(c)Pre-shipment cold treatment at 0oC or below for 10 days; 0.55oC or below for 11 days; 1.1oC or below for 12 days plus in-transit refrigeration against cherry fruit flies and Mediterranean fruit fly

625 　Streltizia reginae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630.　
Syringa spp./Syringavulgaris (Lilac)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635. Tagetes spp. (MarigoldAfrican)
Seeds for sowing

Free from:(a) Fusarium oxysporum sp. callistephi(b) Septoria tageticola (Leaf spot)(c) Pseudomonas tagetis (Bacterial leaf spot)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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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Theobroma cacao (Cocoa)

Beans (fermentedand dried) for processing or industrial use

Free from:(a) Chocolate moth (Ephestia elutella)(b) Mediterranean flour moth (Ephestia kuehniella) (c) Tropical nut borer (Hypothenemus obscurus) (d) Black pod of cocoa (Phytophthora megakarya) (e) Chestnut downy mildew (Phytophthora katsurae)

The consignment shall be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16g/cubic metre for 24 h at21oC and above at NAP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Plant Protection Adviser

653 (i) Castanea spp (Chest nut)
Logs with/withoutbark

Free from Chest nut blight (Cryphonectriaparasitica)-American strain

The timber shall be fumigatedwith Methyl bromide shall be @48 g/cubic metre for 24 hrs at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under NAP or kilndrying as the case may be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653 (ii) Ulmus spp (Elm)
Logs with/withoutbark

Free from:(a) Dutch elm disease (Ceratocystis ulmi)-American and European strains(b) Elm bark beetle (Scolytus scolytus)

The timber shall be fumigatedwith Methyl bromide shall be @48 g/cubic metre for 24 hrs at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under NAP or kilndrying as the case may be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653 (iii) Quercus spp (Oak)
Logs with/withoutbark

Free from:(a) Oak wilt (Ceratocystis fagacearum)(b) Oak bark beetles (Pseudopityopthorus spp) (c) Sudden Oak death (Phytophthora ramorum)

The timber shall be fumigatedwith Methyl bromide shall be @48 g/cubic metre for 24 hrs at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under NAP or kiln drying as the case may be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reatment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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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iv) Pinus spp. (Pine wood)
Logs with/ withoutbark

Free from:(a) Branch and trunk cankers (Atropellis piniphila, A. pinicola)(b)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c) Cerambicid vector (Monochamus spp.) (d) Pine beetle (Tomicus piniperda) and pine weevils (Pissodes spp.)(e) Sirex wasp (Sirex spp)

The timber shall be fumigatedwith Methyl bromide @ 48 g/cubic metre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or equivalent thereof under NAP or heat treatment at56oC and above (core temperature of wood) for 30 minutes or by any other fumigant/ 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Protection Adviser for thiepurpose as the case may be at the country of origin and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659.
Trifolium alexandrium(Berseem and Clovers)

Seeds for sowing

Free from:(a) Northern anthracnose (Kabatiella caulivora) (b)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c) Sclerotinia wilt (Sclerotinia trifoliorum)

(i)  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i) Free from soil.(iii)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663. Triticum spp.(Wheat)
Grain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a) Granary weevil (Sitophilus granarius) (b) Ergot (Claviceps purpurea)(c) Dwarf bunt (Tilletia contraversa)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 32 g/cu. m at 21oC and above for 24 hrs under NAP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671
　Vanilla planifolia / Vanillatahitensis (Vanilla)

Dried beans (pods)for consumption
Nil Freedom from soil andquarantine weeds seeds

673 Verbena spp. (Verbena)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673
Plants/ cuttingsfor 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674　 　Viburnum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 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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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675

Vicia faba (Broad bean) andVicia villosa (Vetches)

Seeds forsowing

Free from:(a) Leaf and pod spot (Ascochyta fabae)(b) Soybean cyst nematode (Heterodera glycines) (c)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 Broad bean viruses viz. mottle, necrosis, strain (Comovirus), true mosaic, wilt virus l and 2(Fabavirus)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675
Seed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a) Stem and bulb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 Soybean cyst nematode (Heterodera glycines)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677

Vigna (Phaseolus) spp.(Beans).

Seeds forsowing

Free from:(a) Scab (Elsinoe phaseoli)(b) Downy mildew of lima bean (Phytophthora phaseoli)(c) Pod and stem blight (Phomopsis longicolla) (d) Bacterial wilt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e) Bean bruchid (Acanthoscelides obtectus)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677
Seed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 Bean bruchid (Acanthoscelides obtectus)

(i) 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ii)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32 g/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678 Vigna spp.(Cowpea) Seeds forsowing

Free from:(a) Bruchids (Bruchidium spp., Stator spp.)(b) Cowpea seed-borne viruses (bromo virus, poty virus, comovirus, carmovirus)

Import except the trial materialof the same crop species or variety as specified in Schedule XII of this Order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678 Seeds forconsumption
Free from bruchids (Bruchidium spp., Stator spp.)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32 g/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to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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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681 Vitis vinifera (Grapevine)

Rootedstock/Bud wood (stem cuttings)/Saplings

Free from:(a) Grapevine Phylloxera or vine louse (Viteus vitifoliae, syn. Daktulosphaira vitifoliae)(b) Rust (Phakopsora vitis)(c) Dead arm (Cryptosporella viticola syn. Phomopsis viticola)(d) Cown gall (Agrobacterium vitis)(e) Gummosis (Pantoea agglomerans)(f) Hairy root (Agrobacterium rhizogenes)(g) Pierce‟s disease (Xylella fastidiosa)(h) Bacterial necrosis (Xylophilus ampelinus) (i) Grapevine viruses: Luteovirus, Nepovirus, Closterovirus, Trichovirus, Potyvirus.

(i) Post-entry quarantine for a period of one year.(ii)Impor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681 Grape
Raisins (driedgrapes) for consumption

　

Fumigation with Methylbromide @ 16 g /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at NAP and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Plant Protection Adviser for this purpose

684　 　Yucca spp. 　Tissue culturedplants
Certified that the tissue cultured plants were obtainedfrom mother stock tested and maintained free from virus

Nil

685. Zamia spp. Seeds for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685 〃 Plants forpropagation Nil Post entry quarantine for aperiod of 45 days.

688 Zea mays (Maize/ Corn)
Seeds forsowing

Free from:(a) Stewart‟s wilt (Pantoea stewartii sub sp. stewartii) (b) Nebraska wilt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 sp. nebraskensis) (c) Southern corn blight (Drechslera maydis Race T) (d) Ergot (Claviceps gigantea)(e) Tropical rust (Physopella zeae) (f) Anthracnose (Kabatiella zeae)(g) Larger grain borer (Prostephanus truncatus) (h) Maize weevil (Sitophilus zeamais)(i) Mycospharella zeae-maydis(j) Burkholderia andropogonis(k) Pantoea agglomerans(l) Pseudomonas fuscaviginae(m)Pseudomonas syringae pv. Coronofaciens(n) Maize chlorotic dwarf machlovirus

(i)  Import except the trial material of the same crop species or variety as specified in Schedule XII of this Order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ii) Free from soil.(iii)Free from quarantine weed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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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ant Quarantine (Regulation of Import into India) Order, 2003 Schedule Ⅵ 상의 Sl.No.임.

No.1) 품목(학명) 수입형태 PC 부기사항 특별요건, PC 기재 등 기타

688 Zea mays (Maize/ Corn)
Grains forconsumption or processing

Free from:(a) Ergot (Claviceps gigantea)(b) Larger grain borer (Prostophonus truncatus) (c) Maize weevil (Sitophilus zeamais)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 32g/cu. m for 24 hrs., at 21oC and above under NAP and the treatment shall be endorsed on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by any other fumigant/substance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Plant Protection Adviser.

691 Zinnia spp. (Zinnia) Seeds for sowing Nil Free from quarantine weed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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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 다음 품목은 ’06년 이후 수출 기록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품목별로 수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5. 우즈베키스탄
 

 수출가능 품목
○ 서양란묘, 선인장묘, 알로에묘, 양배추종자, 장미절화
○ 상대국 검역기관이 수입허가서를 발급한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함
  - 채소류, 과일류 중 수출금지품목 없음

 수출불가 품목
※ 묘목류 중 소나무재선충, AGM 기주식물은 수출불가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16. 카자흐스탄
 

 수출가능 품목
○ 사과, 배, 감자, 양배추종자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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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키르기즈스탄
 

 수출가능 품목
○ 선인장묘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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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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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 미
 

18. 미국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감(단감), 감귤(한라봉, 천혜향), 밤, 배, 참다래, 포도, 후지사과, 토마토
  ○ 채소류 : 가지,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딸기(수출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무, 미나리, 상추,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얌(Yam), 양갓냉이, 양파, 연근, 오이,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토란,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 미나리 :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로 상업화물로 수출하여야 함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고추, 토마토 종자 : viroid 및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관련 부기 필요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글라디올러스,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호접란, 국화
  ○ 묘목․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틸란디시아묘,  

에케베리아묘
※ 묘의 경우 대부분 12개 이상은 수입허가서 필요  

  ○ 각재 등의 제재목 : 목재에 대한 수입허가필요, 수피제거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팥, 녹두, 옥수수, 밤, 도토리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당근, 배추, 브로콜리, 수삼,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

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케일
※ 박과류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하와이 수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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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류 : 대추, 복숭아, 살구, 자두
  ○ 화훼묘․분화 : 재배배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조건부 수출품목

수출품목 수출검역 요건 비 고
감(단감)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3회), 선과검사 등
감    귤

한라봉,천혜향 ⚪ 선과장 등록, 표면살균, 수출검사

국    화 ⚪ 생산장소 지정, 재배지검사, 포장상자 표기, 
수출검사(’07년 미국이 검역요건 부과)

딸    기 ⚪ 수출가능 기간 : 9.15.~5.31.
수    박

⚪ 온실등록, 재배지 예찰트랩조사, 수출검사
(12.1.~4. 30일 기간에만 수출 가능)

오    이
참    외
호    박

밤 ⚪ MB훈증(수출 전 또는 미국 도착 후)
⚪ 국내에서 수출전 MB훈증 시에는 미검역관 입회

배 ⚪ 수출단지 지정, 선과장 승인, 과실 봉지씌우기,
⚪ 재배지검사,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사 등

분 재 류 ⚪ 양묘장 등록, 재배지 검사, 수출검사
  ※ 미국 재식용식물 검역강화 규정 발효에 따라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사과(후지) ⚪ 40일간 저온처리 +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사

파프리카 ⚪ 수출단지 지정, 온실재배,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포    도 ⚪ 수출단지 지정, 과실 봉지씌우기,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토 마 토 ⚪ 수출단지 등록, 호박과실파리 예찰 및 절개검사 등
뿌리달린

냉이 ⚪ 수출포장 등록 및 토양검사, 수출검역 등

재배매체 
부착된 

호접란 및 
심비디움묘 

⚪온실시설등록, 재배묘검사, 재배지검역, 수출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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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품목 부기사항
감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감귤
한라봉
천혜향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 오렌지더뎅이병 표면살균을 실시한 경우 추가 부기사항 : The citrus in this consignment 

were cleaned using normal packinghouse procedures.
국화(절화) The place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uccinia horiana.”

뿌리달린 냉이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e place of production for the quarantine nematodes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is free from soil, and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a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미나리 The water dropwort (Oenanthe javanica) in 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considered free 
from Water Dropwort Withes's Broom and Puccinia oenanthes-stoloniferae.

박과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박)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a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밤
(한국에서 
MB훈증시)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chestnuts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umber     , issued by APHIS officer      .
※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

밤
(미국에서 
MB훈증시)

Although the shipment has been observed to be inspected, the Import Permit will insure 
treatment in the U.S.A. to render it free of pests.

배
후지사과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O.     ) issued by APHIS officer      . Container NO.:  
    , SEAL NO. :      
※ 한․미 검역관 합동검사 후 미국검역관이 떠난 후에 적용

분    재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
※ 알락하늘소․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인 경우 : The plants for planting in this shipment, including 

all plant part (e.g. rootstock, scion, etc.) were solely grown in Korea under the condition 
of Federal Order #DA-2011-18 dated April1, 2011 and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lants a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signs and presence of A. chinensis and/or A. glabripennis.

파프리카
The consignments was grown in greenhous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uthorized under 7CFR 319.56-4, and found free from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e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

포 도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onogethes punctiferalis, Eupoecilia ambiguella, Sparganothis pilleriana, Stathmopoda auriferella, Monilinia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

토마토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pest-exculsionary structr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found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

재배매체부착
된 호접,심비 The plants meet the conditions of the APHIS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PQ) plants 

in approved growing medi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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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국(괌, 사이판)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대두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배, 사과, 참다래, 포도, 밤, 토마토, 복숭아, 

넥타린, 살구, 자두, 양벚, 비파(Loquat)

  ○ 채소류 : 가지, 감자, 고구마,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당근, 대황(Rhubarb), 
딸기(수출가능시기: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마쉬멜로우잎, 무, 미나리, 배추, 상추, 셀러리,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순무, 아티쵸크(Artichoke), 얌(Yam), 양갓냉이, 
양배추, 양파, 연근, 완두, 오이, 오크라, 우엉, 참깻잎, 참외, 
취나물, 콩(Bean), 파속식물(Allium spp.), 파슬리,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 파속(Allium sp.) 식물은 지상부가 없는 상태의 Bulb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호접란,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 밤, 국화의 수출검역요건과 미나리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미국(본토, 하와이) 참고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팥, 녹두, 옥수수
  ○ 채소류 : 토란, 박과작물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수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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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캐나다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옥수수, 수수, 팥
  ○ 과실류 : 감귤, 감(단감), 참다래, 대추, 곶감, 밤, 사과, 배, 밤, 포도, 딸기
  ○ 채소류 : 가지, 고추(피망), 호박, 냉이, 달래, 들깻잎, 미나리, 배추, 브로콜리, 

부추, 상추, 쑥, 쑥갓, 취나물, 당근, 도라지, 무, 양파, 연근, 
토란, 참깨, 고구마, 수박, 참외, 오이, 메론, 양배추

  ○ 종자류 : 고추, 토마토, 박, 수박, 오이, 참외, 호박, 근대, 대파,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청경채, 당근, 무, 양파, 인삼

  ○ 버섯류 : 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아가리쿠스,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류
  ○ 절화류 : 거베라, 국화,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아이리스, 안개초, 

카네이션, 칼라, 튤립, 프리지아, 해바라기, 난초
  ○ 묘목․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동양란, 서양란, 소사나무묘, 심비디움, 

철쭉속(Rhododendron spp.), 풍란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보리, 밀
  ○ 과실류 : 복숭아, 살구, 자두
  ○ 채소류 : 감자, 토마토
  ○ 화훼류 기타 : 낙상홍, 단풍나무, 소나무, 블루베리묘목, 사과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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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캐나다 밤 ⚪ 수출국에서 MB(Methyl Bromide)훈증 또는 온탕처리(Hot Water 
Treatment)하고 동 사실을 PC에 부기해야 함.

⚪ PC 부기사항
 <MB훈증의 경우>
 - 상압훈증(Normal atmospheric)
  “Material was fumigated with 약량(  lbs/1,000ft3) methyl
   bromide at             Celcius degree(     Farenheit 

degrees) for    hours at normal atmospheric pressure
 - 26"진공훈증(26" vacuum)
  “Material was fumigated with 약량(  lbs/1,000ft3) methyl 
   bromide at             Celcius degree(     Farenheit 

degrees) for    hours at in a 26" vacuum.
 <온탕처리의 경우> (50℃에서 최소 45분간)
  “Material was hot water treated for a minimum of 45 

minutes at 50 Celcius degrees(122 Farenheit degrees)

⚪ MB훈증 기준
 - 상압훈증(Normal atmospheric)
   32-36℃   MB 65g/㎥(4lbs/1,000ft3)   3시간
   27-31℃   MB 65g/㎥(4lbs/1,000ft3)   4시간
   21-26℃   MB 80g/㎥(5lbs/1,000ft3)   4시간
   16-20℃   MB 80g/㎥(5lbs/1,000ft3)   5시간
   10-15℃   MB 96g/㎥(6lbs/1,000ft3)   5시간
    4-9℃    MB 96g/㎥(6lbs/1,000ft3)   6시간
 - 26"진공훈증(26" vacuum)
   27-36℃   MB 48g/㎥(3lbs/1,000ft3)   2시간
   21-26℃   MB 64g/㎥(4lbs/1,000ft3)   2시간
   16-20℃   MB 64g/㎥(4lbs/1,000ft3)   3시간
   10-15℃   MB 64g/㎥(4lbs/1,000ft3)   4시간
    4-9℃    MB 64g/㎥(4lbs/1,000ft3)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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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배 ⚪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

⚪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
문으로 표기

⚪ PC 부기사항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Carposina sasakii,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 truncatus and 
A. viennensis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Carposina sasakii,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 truncatus and A. viennensis

   ※ PC는 선적전 14일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다행 선적
화물에 첨부시킴.

사과 ⚪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
⚪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

문으로 표기
⚪ PC 부기사항 
 <재배 중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 Sclerot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s

 <재배 중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 이외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 Sclerot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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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사과  <재배 중 봉지를 씌우지 않고 소독처리(MB훈증+저온처리 또는 저온처

리+MB훈증)된 사과로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for Gymnosporangium yamada and Sclerot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and  Amphitetranychu 
viennensis

 <재배 중 봉지를 씌우지 않고 소독처리(MB훈증+저온처리 또는 저온처
리+MB훈증)된 사과로 British Columbia주 이외로 수송 화물>

 -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for Gymnosporangium yamada and Sclerot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Carposina sasakii, Dichocrocis 
punctiferalis, and  Amphitetranychu viennensis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결과 보고서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 
다음 동 기관으로부터 선적을 하여도 좋다는 서신을 받은 후 선적.

   ※ PC는 선적전 14일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다행 선적
화물에 첨부.

   ※ PC사본을 화물의 도착항이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
사무소에 적어도 화물이 도착하기 3일전까지 FAX 송부해야 함.

      → PC발급 즉시 사본을 수출지원과로 FAX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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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난초류 □ 흙 또는 흙과 유사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 수입금지

□ 승인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PC에 다음사항 부기
  “The material was propagated in conformance with the 

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
   (동 식물은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식되었음)
□ 배양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뿌리가 노출된 상태)
 ⚪ 흙, 모래 및 기타 부식물이 없어야 함.
 ⚪ PC에 다음사항중 한가지 부기
  “Material was grown in soil where the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has not been recorded 
and where, based on official soil surveys or other 
precautionary practices, the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lobodera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동 식물은 감자암종병이 발생하지 않은 토양 및 토양에 대한 공식적
인 조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씨스트선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되었음)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lant material

   (동 식물의 원산국에서는 감자암종병,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시쓰트
선충이 발생하지 않음)

□ 멸균된 용기내에 Agar 또는 액체배지에서 조직배양된 난초류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캐나다
식품검사청 

고시
D-96-20

(배양체
프로그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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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 돌, 수피가 없는 목가공품과 같이 단단한 불활성물체의 표면에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착생한 난초류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묘목류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해당)

<캐나다의 금지품이 아닌 뿌리가 부착된 식물류>
 ※ 수입금지품목 : Pinus spp., Prunus spp., Acer spp., Abies spp., Larix spp., Picea spp., Ulmus spp., Malus spp., Pyrus spp., Fraxinus spp., Vitis spp. 등
  ※ 재식용 식물 검역강화 규정(NAPPRA) 발효에 따라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흙 또는 흙과 관련된 물질이 부착된 경우 : 수입금지
□ 흙이나 재배매체가 없는 경우
 ⚪ 흙, 모래 및 기타 부식물이 없어야 함.
 ⚪ PC에 다음사항 중 한가지 부기
  “Material was grown in soil where the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has not been recorded and 
where, based on official soil surveys or other precautionary 
practices, the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lobodera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do not occur

   (동 식물은 감자암종병이 발생하지 않은 토양 및 토양에 대한 공식적
인 조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씨스트선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되었음)

  “Potato wart disease(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cyst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and G. pallida) and the 
soybean cyst nematode(Heterodera glycines) are known not to 
occur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lant material

   (동 식물의 원산국에서는 감자암종병, 감자씨스트선충 및 콩시쓰트
선충이 발생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은 다음의 승인된 포장재료(Packing Material)를 사용해
야 함.

  “buckwheat hulls, cork(ground), paper, peat moss (processed/treated), 
polyacrylamide(water absorbing polymers), rice chaff, rockwool, 
sawdust, sphagnum moss(dried/treated), vermiculite, wood shavings 
(excels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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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 승인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PC 부기사항
  “The material was produced in conformance with the 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
   (동 식물은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 멸균된 용기내에 agar 또는 액체배지상에서 조직배양된 묘목류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캐나다의 금지품이 아닌 뿌리가 부착되지 않은 식물류>
 ⚪ PC첨부(부기사항 없음)
 ⚪ 사용하지 않은 승인된 포장재료(Packing Material)를 사용해야 함.

재배매체 
부착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산시설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
 ⚪ PC 부기사항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승인받은 시설명).”
  (동 선적분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임)

포도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생산
 ⚪ 수출단지 지정, 봉지씌우기, 재배지검역, 선과검사, 포장상자에 농가코

드번호 기재, 수출검역 등
 ⚪ 부기사항 : 없음
  ※ 봉지씌우기 재배를 하지 않은 경우 MB 훈증소독 후 수출가능

딸기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생산
 ⚪ 재배농가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재배지검역, 포장상자에 역추

적 코드번호 표시, 수출검역 등
 ⚪ 부기사항 : This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ll life stages of any pests regulated by Canada.

인삼종자  ⚪ PC 부기사항
  - 식물검역증명서에 인삼 탄저병 무감염 부기
  - 부기사항: "The material in this consignment is free of 

Colletotrichum panacicola"
 ⚪ 토양 및 식물체 잔재물(줄기, 잎, 기타 식물체 지상부) 미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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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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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21. 과테말라
 

 수출가능 품목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채소종자 2종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채소종자 2종{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 고추(Capsicum spp.) 종자} 

부기사항

국 문 영 문
동 화물은 검은무늬병(Alternarica brassicicola), 
모자이크병(Broad bean wilt virus), 거저리과 
해충(Gonocephalum spp.),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캐나다엉겅퀴(Cirsium arvense) 및 
띠(화분과 식물, Imperata cylindrica)에 감염
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Alternarica 
brassicicola, Broad bean wilt virus, 
Gonocephalum spp., Helicoverpa assulta, 
Cirsium arvense and Imperata cylindrica.

 수출불가 품목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채소종자 8품목(무,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당근 
종자)은 수출허용 요청을 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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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라질
 

 수출가능 품목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식용버섯류 및 배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식용버섯류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버섯 종 기재), 추가 부기사항은 없음

※ 화물에는 식물 잔재물과 흙이 없어야 하며, 처음 사용되는 새로운 물질로 포

장되어야 함

조건부로 허용된 신선 농산물의 브라질 수출검역요건
 □ 배 생과실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수출 가능함

○ (수출과수원) 배는 수출농가 등록(매년 3월 말까지), 병해충 관리상황 
기록 및 보관,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 실시, 봉지씌우기 재배(5~6
월 사이), 수확 시 사용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 표기

○ (선과장) 선과장 등록(과실 수확시기 이전), 방충망 등으로 병해충 침입 
차단, 저장창고, 검사대, 조명, 해부현미경 구비,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 기록 보관

○ (재배지검역) 재배지검역(최소2회),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붉
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 
검출시 당해 연도 수출 불가

○ (선과 및 포장) 수확 상자에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표기,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 반입, 부패, 상처 등이 있는 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 포장상자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 번호와 “To Brazil“ 표시, 다른 생과실과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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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불가 품목
  ○ 현재 배 생과실과 채소종자 9품목{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 파, 

양파, 수박, 메론}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수출가능했던 채소종자 8종{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케일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방울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gemmifera), 콜리플라워(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콜라비(Brassica oleracea var. gongylodes),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무(Raphanus sativus) 종자}은 Tobacco rattle virus*가 
한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삭제되어 수출 불가
* 식물검역증명서(PC) 부기사항에 “공식적인 검역병해충 목록에 의거, Tobacco 

rattle virus와 Tomato black ring virus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다”를 

기재  

○ (수출검역) 검역 롯트별로 검역(2%)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번호)

   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r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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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베네수엘라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11품목{당근, 메론, 박초이(청경채),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토마토}은 베네수엘라 식물검역기관의 수입허가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수출가능

○ 이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24. 아르헨티나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수박, 양배추, 배추, 상추, 당근, 시금치, 토마토, 오이, 양파, 

메론, 박초이(청경채)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번호 반드시 기재

○ 채소종자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
로 확인이 필요함

○ 건인삼(백삼) 및 건은행잎은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Trogoderma 
spp.(수수랭이류) 등 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이 부기된 PC첨부

     This product has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Trogoderma spp.

○ 선인장묘(Gymnocalycium spp.)는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기사
항이 적힌 PC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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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인 실험실 분석은 식물위생보호기구(NPPO) 산하 또는 NPPO에 
의해 승인을 받은 실험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 화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공식적인 식물위생 통제 하에 있던 묘목으
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3) 화물에는 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생장 혹은 지탱을 목적으로 하는 비활성 물질은 허용한다. 피트, 톱
밥 등의 식물성 물질의 경우에는 지탱의 목적에 한해 양국 간 합의
된 식물위생요건을 이행하거나, 사전에 메틸브로마이드(50g/㎥, 48시
간)를 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5) 화물 반입 시 검역을 받고, SENASA(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의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한다. 

6) 화물의 반입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종자청(INASE)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국 문 영 문
1)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검

역을 받은 작물로부터 생산되고 다음의 
병해충이 없음. 또는, 본 화물은 공식적인 
실험실 분석 No.(검역결과번호)에 의해 
다음의 병해충이 없음: Cactodera cacti, 
Bipolaris cactivora, Brevipalpus russulus, 
Frankliniella intonsa, Rhizoecus falcifer,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exigua. 

  * 상기의 병해충은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
실검사를 통해 무감염 증명 

2) 본 화물은 공식적인 실험실 분석 No.(검역
결과번호)에 의해 다음의 병해충이 없음: 
Cactus virus X, Bradisia sp. 

3) 본 화물은 검역을 받았고, 다음의 병해충
이 없음: Incilaria confusa, Acusta despecta. 

1) The consignment comes from a crop 
officially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period and is free of or the consignment 
is free by official laboratory analysis No 
(검역결과번호 기재) of: Cactodera 
cacti, Bipolaris cactivora, Brevipalpus 
russulus, Frankliniella intonsa, Rhizoecus 
falcifer,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exigua. 

2) The consignment is free by official 
laboratory analysis No (검역결과번호 
기재) of: Cactus virus X, Bradisia sp. 

3) 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and is 
found free of: Incilaria confusa, Acusta 
desp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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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허용된 신선 농산물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
 □ 배 생과실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수출 가능함

○ (수출과수원) 배는 수출농가 등록(매년 3월 말까지), 병해충 관리상황 
기록 및 보관,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 실시, 봉지씌우기 재배(5~6
월 사이), 수확 시 사용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 표기, 수
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

○ (재배지검역) 재배지검역(2회),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

○ (선과장) 선과장 등록(매년 3월 말까지)

○ (선과 및 포장) 수확 상자에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표기,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 반입, 병해충 피해, 기형, 착색 불량, 과숙, 미숙 또
는 다른 종류의 피해과 제거,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 잡초 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의 등록 번호와 “For Argentina“ 표시, 다른 생과실과 분리 보관 

○ (수출검역) 각 화물의 총 포장상자에서 2% 샘플 검역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1. “The consignment meets the requirements agreed in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uit of Pyrus pyrifolia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rgentina and is free from Argentina’ pests of concern (in Annex 1).”

   (“동 화물은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워크플랜에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별표 1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2.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번호)

   3.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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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루과이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26. 에콰도르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사과, 배, 파프리카 생과실 및 채소종자 9품목{무,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27. 칠레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무, 배추 등
○ 과실류 : 사과․배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상기 품목 이 외에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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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사과 ㅇ 최초 수출시 칠레 검역관에 의한 현지확인이 실시되어야함(현재 미실시) 

ㅇ 대칠레 수출용으로 지정된 단지산 사과 생과실만 수출 가능 
ㅇ 칠레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의 부착 유무에 대한 재배지검사 실시 
ㅇ 식물위생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

었으며, 검사결과 배꽃바구미, 복숭아거위벌레,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배명나방, 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ㅇ 컨테이너 적재 후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컨테이너를 봉인한 후, 봉인번호를 식물위
생증명서의 여백 또는 윗면에 기재 

ㅇ 배 수출상자에 과실의 품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재배자 및 원산지명(또
는 코드번호), 포장일자 등 필요한 사항 기재" 

배 ㅇ 대칠레 수출용으로 지정된 단지산 배 생과실만 수출 가능 
ㅇ 칠레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의 부착 유무에 대한 재배지검사 실시 
ㅇ 식물위생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

었으며, 검사결과 배꽃바구미, 복숭아거위벌레,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ㅇ 컨테이너 적재 후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컨테이너를 봉인한 후, 봉인번호를 식물위
생증명서의 여백 또는 윗면에 기재 

ㅇ 배 수출상자에 과실의 품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재배자 및 원산지명(또
는 코드번호), 포장일자 등 필요한 사항 기재" 

장미삽수 1. 품목: 장미 삽수[뿌리가 있거나 없는 목질의 cutting(재식용으로 사용되는 줄기, 
잎, 뿌리)으로 동면상태이어야 함] (학명: Rosa spp.)

2. 수출요건
(1) 아래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부합해야 함
(2) 화물에 흙이 없어야 함
(3) 화물은 밀폐가능하고 처음 사용하는 용기에 포장해야 하고,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4) 포장에는 원산국, 생산자 이름 또는 코드, 식물종 등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5) CITES 협약에 관련된 식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1) “본 화물은 검역을 받았고, 다음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Eotetranychus 

carpini (Ac.: Tetranychidae), Eotetranychus pruni (Ac.: Tetranych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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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Eutetranychus orientalis (Ac.: Tetranychidae), Tetranychus canadensis 
(Ac.: Tetranychidae), Tetranychus kanzawai (Ac.: Tetranychidae), 
Tetranychus neocaledonicus (Ac.: Tetranychidae), Tetranychus pacificus 
(Ac.: Tetranychidae), Tetranychus turkestani (Ac.: Tetranychidae), 
Anoplophora glabripennis (Coleoptera, Cerambycidae), Anthonomus rubi 
(Coleoptera, Curculionidae), Otiorhynchus singularis (Coleoptera, 
Curculionidae) Pulvinaria vitis (Hem.: Coccidae), Aonidiella orientalis 
(Hem.: Diaspididae), Chionaspis salicis (Hem.: Diaspididae), Diaspis 
boisduvalii (Hem.: Diaspididae), Lopholeucaspis japonica (Hem.: 
Diaspididae), Parlatoria spp.(except P. camelliae, P. oleae, P. pittospori) 
(Hem.: Diaspididae), Quadraspidiotus ostreaeformis (Hem.: Diaspididae), 
Operophtera brumata (Lep.: Geometridae), Acleris spp. (Lep.: Torticidae), 
Adoxophyes orana (Lep.: Tortricidae), Archips fuscucupreanus (Lep.: 
Tortricidae), Hedya spp. (Lep.: Tortricidae), Spilonota ocellana (Lep.: 
Tortricidae), Hercinothrips femoralis (Thys.: Thripidae).”

(2) “재배지는 생육 적기 동안 검사를 받았고,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되지 않았음. 또한 본 화물은 
Monilinia fructigena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처리 되었음.(식물검역증명서 소독
처리 부분에 내용 기재).”

(3) “병해충 검출의 최적기에 검사를 받았고, 분석(진단방법 기재)을 통해 
Pseudomonas syringae pv. mosprunorum이 검출되지 않은 모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물임 ”

(4)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Ditylenchus dipsaci(선충) (칠레 분포 
제외)가 검출되지 않았음”

(5) 추가적으로, 뿌리가 있는 식물의 경우,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화물은 
Pratylenchus coffeae, Scutellonema brachyurus, Xiphinema brevicolle, 
Xiphinema diversicaudatum(선충)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뿌
리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6) "수입되는 식물류는 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공식 인증 생산 프로그램으로부
터 생산되어야 함"

칼란
코에묘

1. 품목: 칼란코에 모종(뿌리, 잎, 가지가 있고, 꽃이 없는 어린 식물), 분화(즉시 
소비가 가능하고, 꽃이 없거나 꽃의 크기가 화분의 3~4배가 넘지 않는 초본식물), 
cutting(재식용으로 사용되는 줄기, 잎, 뿌리) (학명: Kalanchoe spp.)

2. 수출요건
(1) 아래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부합해야 함
(2) 화물에 흙이 없어야 함
(3) 화물은 밀폐가능하고 처음 사용하는 용기에 포장해야 하고,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4) 포장에는 원산국, 생산자 이름 또는 코드, 식물종 등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5) CITES 협약에 관련된 식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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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1) “본 화물은 검역을 받았고, Pseudaulacaspis pentagona 및 Maconellicoccus 

hirsutus가 검출되지 않았음”
(2) “병해충 검출의 최적기에 검사를 받았고, 분석(진단방법 기재)을 통해 Erwinia 

chrysanthemi (= Dyckeya spp.) (E. chrysanthemi pv. dianthicola, E. 
chrysanthemi pv. zeae 제외)가 검출되지 않은 모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물임 
”

(3)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Aphelenchoides fragariae(선충)가 검출되
지 않았음”

(4) 추가적으로, 뿌리가 있는 식물의 경우,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화물은 
Rotylenchulus reniformis(선충)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뿌리가 
있는 식물의 경우에만 기재)

(5) "수입되는 식물류는 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공식 인증 생산 프로그램으로부
터 생산되어야 함"

팔레놉
시스묘

1. 품목: 팔레놉시스묘, 분화, 재식용으로 사용되는 줄기, 잎, 뿌리 일부분 (학명: 
Phalaenopsis spp.)

2. 수출요건
(1) 아래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부합해야 함
(2) 화물에 흙이 없어야 함
(3) 화물은 밀폐가능하고 처음 사용하는 용기에 포장해야 하고,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4) 포장에는 원산국, 생산자 이름 또는 코드, 식물종 등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5) CITES 협약에 관련된 식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1) "본 화물은 검역을 받았고, 다음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enuipalpus 

pacificus (Ac.: Tenuipalpidae), Cerataphis orchidearum (Hem.: 
Aphididae), Aonidiella orientalis (Hem.: Diaspididae), Diaspis boisduvalii 
(Hem.: Diaspididae), Parlatoria proteus (Hem.: Diaspididae), 
Pseudaulacaspis pentagona (Hem.: Diaspididae), Nipaecoccus nipae 
(Hem.:Pseudococcidae), Ferrisia virgata (Hem.: Pseudococcidae), 
Chaetanaphothrips orchidii (Thys.: Thrypidae), Selenothrips 
rubrocinctus (Thys.: Thrypidae)"

(2)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Thrips palmi가 검출되지 않았음"
(3)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Aphelenchoides fragariae가 검출되지 

않았음“
(4) “재배지는 생육 적기 동안 검사를 받았고,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Phytophthora palmivora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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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해충 검출의 최적기에 검사를 받았고, 실험실 공식 분석(진단방법 기재)를 

통해 Cymbidium mosaic virus와 Odontoglossum ringspot virus가 검출되지 
않은 모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물임"

(6) "수입되는 식물류는 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공식 인증 생산 프로그램으로부
터 생산되어야 함"

선인장묘 1. 품목: 선인장묘, 분화 (학명: Gymnocalycium spp.)
2. 수출요건
(1) 아래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부합해야 함
(2) 화물에 흙이 없어야 함
(3) 화물은 밀폐가능하고 처음 사용하는 용기에 포장해야 하고,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4) 포장에는 원산국, 생산자 이름 또는 코드, 식물종 등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5) CITES 협약에 관련된 식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1) "본 화물은 검역을 받았고, Brevipalpus russulus, Ferrisia virgata, Rhizoecus 

falcifer가 검출되지 않았음"
(2) "생산지는 성장 마지막단계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Opogona sacchari가 검출되지 

않았음"
    또는, "Opogona sacchari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음"
(3)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을 통해 Scutellonema brachyurus와 Cactodera 

cacti가 검출되지 않았음"
(4) “수입되는 식물류는 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공식 인증 생산 프로그램으로부

터 생산되어야 함”
신선

버섯류
수출대상품목: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요건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2. 재배매체 중 곡물에 심겨져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해당 곡물은 반드시 고열 

소독처리해야 하며, 동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 해당란에 명시
3. 선적화물에 식물 잔재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4. 해당 화물은 처음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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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과채 ․ 아로마용 ․ 약용 종자류의 대칠레 수출검역요건 >
칠레규정 제7675호('16.12.16. 시행)

❚부기요건이 있는 경우
  ❍ 종자류에 대한 PC 부기사항 유형 (표 가항)
     - 재배기간 중 소독처리 결과 그리고/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무발생포장 증명
     - 재배기간 중 재배지검역 결과 무발생포장 증명 그리고/또는 실험실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 소독처리 적용 기준
     - 콩바구미과 해충: USDA 및 FAO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MB 또는 PH3 

소독처리 (참고 1)

     - 콩바구미과 이외 병해충: 수출국에서 이행하는 소독처리방법 인정
         * 소독처리 방법 및 결과는 식물검역증명서 Ⅲ항(소독 결과)에 부기
  ❍ 재배지검역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을 따름
  ❍ 병해충이 우리나라 미 분포 시 소독처리 및 재배지검역 결과 부기사항 대체 가능

“ (병해충)이 (한국)에 미분포함 ”

     - 해당 병해충별 국내 분포 여부 및 대체 부기사항 영문 (참고 2)

❚부기요건이 없는 경우
  ❍ 일반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부기사항 없이 PC 발급 (표 다항)

❚공통 수출검역요건
  ❍ 흙 및 식물체 잔재물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초 사용하는 신규 용기에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것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경우 칠레SAG의 “유전자변형 식물체의 반입과 환

경방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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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검역증명서에 소독처리, 재배지검역, 실험실분석 결과 부기

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Abelmoschus esculentus(오크라 okra)
(=Hibiscus esculentus)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Callosobruchus maculatus (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macul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
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Allium ampeloprasum(코끼리마늘)
Allium ascalonicum(쪽파 shallot)
Allium cepa(양파)
Allium fistulosum(파)
Allium porrum(리크, leek)
Allium schoenoprassum
Allium tuberosum(부추)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Alternaria porri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Alternaria 
porri.

•본 화물은 Alternaria porri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Alternaria porr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Apium graveolens(샐러리)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acutatum and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acutatum and Phoma 
apiicola.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acutatum 및 Phoma apiicola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acutatum 및 Phoma apiicola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Apium graveolens var. rapaceum
(샐러리악 celeriac)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last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apiicola.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마지막 재배기간 중의 재배지검

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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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Benincasa hispida(동아, 동과)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Cajanus cajan (비둘기 콩)

1.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2.1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2.2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truncatum.

1.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 
(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2.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2.1•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Capsicum annuum(var. longum, 
grossum) (고추)
Capsicum baccatum (고추속의 일종)
Capsicum chinense (고추속의 일종)
Capsicum frutescens(고추속의 일종)
Capsicum nahum(고추속의 일종)
Capsicum pubescens(푸베센스고추 

apple chile)

1.1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acutatum 
and Colletotrichum capsici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1.2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acutatum and 
Colletotrichum capsici.

1.1 화물은 Colletotrichum acutatum 
및 Colletotrichum capsici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Ⅲ에 소독
처리 내용을 부기할 것.)

또는, 
1.2. 화물은 생육 활성기 중에 검역을 

받았고 Colletotrichum acutatum 
및 Colletotrichum capsici에 감염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포장에
서  생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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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icer arietinum
(매부리종/벵갈콩 chick-pea)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Ascochyta rabiei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Ascochyta 
rabiei.

•본 화물은 Ascochyta rabiei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Ascochyta 

rabie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
었음

Citrullus lanatus(수박)
(=C. vulgaris)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또는
•The shipment is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3.•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nd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or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nd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에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
전에 이행되어야 함

3.•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및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무발생 포장에서 생
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및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무
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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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oriandrum sativum
(고수 coriander)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apiicola.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시) 결과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무감염되
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Cucumis melo(멜론)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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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 Cucumis melo(멜론) 계속 -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or
•The shipment is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3.•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2.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
배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에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3.•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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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ucumis metuliferus(오이속의 일종)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
시) 결과 X.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
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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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ucumis sativus(오이)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또는
•The shipment is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3.•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무발생 포
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에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
전에 이행되어야 함

3.•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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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ucurbita ficicolla(호박속의 일종)
Cucurbita foetidissima(호박속의 일종)
Cucurbita maxima
(호박(서양종) giant pumpkin)
Cucurbita moschata(호박(동양종))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
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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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Cucurbita pepo(조롱박)
Cucurbita pepo var. medullosa
(호박속의 일종)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and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및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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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Daucus carota(당근)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or
•The shipment is free of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
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
과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
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Foeniculum dulce(회향 fennel)
(=F. vulgare var. dulce)
Foeniculum vulgare
(회향 common fennel)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apiicola.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ablab purpureus(=Dolichos lablab) 
(편두 lablab-bean)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1.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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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 Lablab purpureus(=Dolichos lablab) 
계속 -

2.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and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or
•The shipment is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and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및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및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Lagenaria siceraria(박과 bottle grourd)

1.•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또는
•The shipment is free of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2.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무발생 포
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에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
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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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Lathyrus sativus
(하늘콩 clickling-pea)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Col.: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
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Lens culinaris(렌틸콩 lentil)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Col.: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
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Lycopersicon esculentum(토마토)
(= Solanum lycopersicum)

Lycopersicon esculentum
× Lycopersicon hirsutum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or
•The shipment is free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검
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 결과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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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Momordica charantia(여주 balsam pear)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Petroselium crispum (P. hortense)
(파슬리)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apiicola.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Lycopersicon esculentum(토마토)
(= Solanum lycopersicum)

Lycopersicon esculentum
× Lycopersicon hirsutum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or
•The shipment is free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
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
과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 결과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Momordica charantia(여주 balsam pear)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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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Petroselium crispum (P. hortense)
(파슬리)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Phoma apiicola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homa apiicola.

•본 화물은 Phoma apiicola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Phoma apiicola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Phaseolus coccineus
(=P. multiflorus)
(강남콩속의 일종 multiflora bean)
Phaseolus lunatus
(강남콩속의 일종 lama bean)
Phaseolus vulgaris
(강남콩 kidney bean)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Col.: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truncatum.

3.•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or
•The shipment is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
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
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3.•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지
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
과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발생 포장에
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단

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및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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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Pisum sativum(완두콩)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2.•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or

•The shipment is free of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
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2.•본 화물은 재배기간 동안 재배
지검역 및 분석*(진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
음

또는
•본 화물은 실험실 공식 분석*(진

단기술 명시)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무감염되었음
   * 실험실 공식 분석은 소독처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

Sechium edule(박과 Sechium속의 일종)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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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Sechium edule
(차요테 Chayote)

•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본 화물은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방제
를 위해 소독처리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무발
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

Solanum tuberosum
(씨감자 potato seed)

•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and Arracacha virus 
B.

•본 화물은 재배지검역 및 정밀분
석(진단법 부기) 결과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및 
Arracacha virus B 무발생 포장에
서 생산되었음

Vicia faba(잠두 broad bean)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
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독
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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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Vigna angularis(팥)
(=Phaseolus angularis)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truncatum.

1.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
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처리
를 실시하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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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학명(일반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Vigna mungo(=Phaseolus mungo)
(강낭콩속의 일종 black gram)
Vigna radiata var. radiata(녹두)
(=Phseolus aureus)
Vigna unguiculata(동부콩 cowpea)
(=Vigna sinensis)

1. The shipment has been subjected 
to fumigation treatment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to 
control Bruchidius spp.(except B. 
endotubercularis), Bruchus 
spp.(except B. pisorum and B. 
rufimanus), Callosobruchus spp. 
and Zabrotes subfasciatus(Family: 
Bruchida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rticle 3.

2.•The shipment has been treated  
to control Colletotrichum truncatum 
(specify the treatment section of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Ⅲ)

or
•The shipment comes from a field 

inspection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olletotrichum truncatum.

3.•The shipment comes from a seed 
that was inspected and analyzed 
(specify diagnostic technique) 
during the period of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or
•The shipment is free of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sult of laboratory analysis 
indicating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1. 3. 본 화물은 동 결의한 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Bruchidius 
spp.(B. endotubercularis 제외), 
Bruchus spp.(B. pisorum 및 B. 
rufimanus 제외), Callosobruchus 
spp. 및 Zabrotes 
subfasciatus(Bruchidae 과) 방제
를 위해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
였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2.•본 화물은 Colletotrichum 
truncatum 방제를 위해 소독처리
되었음

  (식물위생증명서 항목 Ⅲ에 소
독처리 결과를 부기할 것)

또는
•재배지검역 결과 Colletotrichum 

truncatum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
되었음

3.•본 화물은 재배지검역 및 정밀
분석(진단법 부기) 결과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발생 포장
에서 생산되었음

또는
•본 화물은 진단법에 따른 실험실

정밀 결과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및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무감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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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콩바구미과(Bruchidae) 해충에 대한 종자류 소독처리 요건

1) 상압 훈증상에서 MB 훈증 대상 종자류
   Cajanus cajan, Lablab purpureus(=Dolichos lablab), Lathyrus sativus, Lens culinaris, 

Phaseolus coccineus(=P. multiflorus), Phaseolus lunatus, Phaseolus vulgaris, Pisum 

sativum, Vigna angularis(Phaseoulus angularis), Vigna mungo (=Phaseolus mungo), 

Vigna radiata var. radiata(=Phaseolus aureus), Vigna unguiculata(=Vigna sinensis)

온도 (℃) 약량 (g/m3)
최소 농도(g):

0.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 21.1 48 38 - 24 - - -

15.5 - 21.0 48 38 29 - 24 - -
10.0 - 15.4 48 38 29 - - 24 -
4.4 - 9.9 48 38 29 - - - 24

USDA/APHIS/PPQ 소독처리 매뉴얼 T203-d-1

2) 진공 훈증상에서 MB 훈증(660mm = 26”) 대상 종자: Vicia faba

약량 (g/m3) 투약시간 (시간) 온도 (℃)
48 3.5 21.1 - 35.5
48 4 15.5 - 21.0
48 4.5 10.0 - 15.4
48 5 4.4 - 9.9

USDA/APHIS/PPQ 소독처리 매뉴얼 T203-d-2

3) 포스핀 훈증: 상기 1) 및 2)에서 언급한 모든 종자류와 Abelmoschus 
esculentus(= Hibiscus esculentus)

약량 (g/m3) 투약시간 (일) 온도 (℃)
2.5 7 12 - 15.9
2.5 6 16 - 20.9
2.5 5 21 - 25.9
2.5 4 26 이상

* FAO 해충 방제 훈증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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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칠레측 우려 병해충에 대한 국내 분포 여부*
국내 분포(15종) 국내 미분포(11종)

○ Acidovorax avenae ssp. citrulli
○ Alternaria porri
○ Bruchidius spp.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Bruchidius coreanus,
                B. dorsalis, B. japonicus,
                B. urbanus, B. compactus
○ Bruchus spp.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B. pisorum, B. rufimanus
○ Callosobruchus spp.[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국내 분포종: Callosobruchus chinensis (팥바구미)
○ Colletotrichum acutatum
○ Colletotrichum orbiculare (=C. lagenarium)
○ Colletotrichum truncatum
○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
○ Pseudomonas cyringae pv. lachrymans

○ Arrancacha virus B
○ Ascochyta rabiei
○ Callosobruchus maculatus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Colletotrichum capsici
○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X. campestris pv. carotae)
○ Phoma apiicola
○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걀쭉병)
○ Zabrotes subfasciatus 
   [Bruchidae과 (콩바구미과)]

* 2018. 10월 현재 상황이므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시점에 우리나라 분포 여부 재확인 필요

국내 미분포 병해충에 대한 종자류 대체 부기사항
병해충 학명 부기사항

영문(비공식) 국문
 ○ Callosobruchus maculatus [Bruchidae(콩바구미과)]
 ○ Zabrotes subfasciatus [Bruchidae(콩바구미과)]
 ○ Phoma apiicola
 ○ Colletotrichum capsici
 ○ Ascochyta rabiei
 ○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 Pseudomonas syringae pv. pisi
 ○ Curtobacterium flaccumfaciens pv. flaccumfaciens
 ○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걀쭉병)
 ○ Arrancacha virus B

”(pest(s)) is/are not 
present in (country).”

"(병해충)은 (국가)에 
분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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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대상 종자류(특정 부기사항 없음)

학명 일반명(영명)
Achillea millefolium 톱풀속의 일종
Anethum graveolens 소회향
Angelica arcangelica 당귀속의 일종
Anthemis nobilis Anthemis속의 일종
Anthriscus cerefolium Anthriscus속의 일종(chervil)

Arctium lappa 우엉
Arnica montana 솜방망이속의 일종
Arnica spp. 솜방망이속
Asparagus officinalis 아스파라거스
Artemisia absinthium 쑥속의 일종
Artemisia dracunculus 쑥속의 일종(tarragon)

Artemisia nobilis 쑥속의 일종
Atriplex hortensis 산시금치
Barbarea verna (=B. praecox) 후추풀(cress)

Beta vulagris var. hortensis 근대속의 일종
Beta vulgaris var. cicla 근대속의 일종
Bixa orellana 홍목과 Bixa속의 일종
Borago officinalis 서양지치
Brassica campestris 배추
Brassica campestris
(ssp. chinensis, pekinensis, rapifera)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carinata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juncea 갓
Brassica napus var. napobrassica 스웨덴 순무
Brassica nigra 흑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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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botrytis, capitata, 
gemmifera, gongylodes, italica) 양배추 등
Brassica perviridis 배추속의 일종
Brassica rapa var. japonica 배추속의 일종
Calendula officinalis 금잔화속의 일종

(garden marigold)

Capparis spp. 풍접초과 Capparis속
Carum carvi 장회향(caraway)

Chaerophyllum bulbosum 산형과 Chaerophyllum속의 일종
Chelidonium majus 애기똥풀(greater celandine)

Cichorium endivia (var. crispum, latifolia) 꽃상추속의 일종
Cichorium intybus 치커리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꽃상추속의 일종
Cnicus benedictus 국화과 Cnicus속의 일종
Cryptotaenia japonica 파드득나물
Cuminum cyminum 커민 cummin

Cymbopogon citratus 레몬그래스 lemon grass

Cynara scolymus 아티초크 artichoke

Echinacea angustifolia 국화과 Echinacea속의 일종
Echinacea purpurea 국화과 Echinace속의 일종

(purple coneflower)

Eruca sativa 십자화과 Eruca속의 일종
(garden rocket)

Eruca vesicaria 십자화과 Eruca속의 일종
(purple-vein rocket)

Galium odoratum 솔나무속의 일종
Hesperis steviniana 국화과 Hesperis속의 일종
Hypericum perforatum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olimpicum 물레나무속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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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Lactuca sativa 상추
Lavandula latifolia 꿀풀과 Lavandula속의 일종
Lavandula angustifolia (=L. officinalis) 라벤더
Lepidium album 다닥냉이속의 일종
Lepidium meyenii 마카
Lepidium sativum 큰다닥냉이
Lippia citriodoran 레몬버베나(lemon verbena)

Lippia triphylla Lippia속의 일종
Macromeria viminea 지치과 Macromeria속의 일종
Matricaria chamomilla 카밀레
Matricaria recutita (=Chamomilla recutita) 개꽃속의 일종
Melissa officinalis 꿀풀과 Melissa속의 일종
Mentha arvensis 박하
Mentha citrata (=M. piperita var. citrata) 박하속의 일종
Mentha gentilis (=M. arvensis × M. spicata) 박하속의 일종
Mentha piperita (M. aquatica × M. spicata) 매운 박하
Mentha pulegium 박하속의 일종
Montia perfoliata 박하속의 일종
Myrrhis odorata 스위트시슬리(sweet cicely)

Nasturtium officinalis 십자화과 Nasturtium속의 일종
Nepeta cataria 개박하
Ocimum basilicum 바실
Origanum majorana (=Magorana hortensis) 꿀풀과 Origanum속의 일종
Origanum vulgare 꽃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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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Pastinaca sativa 설탕당근
Pelargonium asperum 제라늄속의 일종
Physalis peruviana 케이프구즈베리
Pimpinella anisum 아니스(anise)

Piper nigrum 후추
Plantago lanceolata 창질경이
Raphanus sativus 무우
Raphanus sativus (var. longipinnatus, radicula) 무우아재비, 갯무
Rosmarinus officinalis 로즈마리
Rosmarinum prostatus 꿀풀과 Rosmarinum속의 일종
Rumex acetosa 수영 sorrel

Rumex acetocella 애기수영
Rumex scutatus 여뀌과 소리쟁이속의 일종
Ruscus aculeatus 러스커스
Ruta bracteosa (=R. graveolens) 운향과 Ruta속의 일종
Salvia officinalis 세이지(sage)

Salvis spp. 사루비아속
Sambucus nigra 딱총나무속의 일종
Satureja hortensis 세이보리(savory)

Satureja spp. 꿀풀과 Satureja 속의 일종
Sinapis alba 들갓속의 일종
Solanum melongena 가지
Spinacea oleracea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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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일반명(영명)
Tanacetum parthenium 쑥국화속의 일종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Tetragonia expansa (=T. tetragonioides) 뉴질랜드시금치
Thymus spp. 백리향속
Tragopogon porrifolius 쇠채아재비속의 일종
Tropaeolum majus 한련 indian cress

Urtica dioica 쐐기풀속의 일종
Valeriana officinalis 쥐오줌풀
Valerianella locusta (=V. olitoiria) 돌상추
Wasabia japonica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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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콜롬비아
 

 수출가능 품목
○ 채소종자 11품목{수박, 양배추, 배추, 상추, 당근, 시금치, 토마토, 오이, 

양파, 메론, 박초이(청경채)}은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시 재배지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채소종자 11품목 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콜롬비아 오이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Fusarium oxysporum,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Squash mosaic virus have not been detected from the seed   (종자에서 Fusarium oxysporum, Pseudomonas syringae pv. lachrymans, Squash mosaic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has been grown in the area free from Cladosporium cucumerium   (Cladosporium cucumerium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박과류종자(Gourd,Calabash)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Cladosporium cucumerium, Phoma citrulina   (종자에서 Cladosporium cucumerium, Phoma citruli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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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토마토
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Tomato 

black ring virus, Tomato bunchy top virus, Tomato ring spot virus
   (종자에서 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Tomato black ring 

virus, Tomato bunchy top virus, Tomato ring spot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무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Leptosphaeria 
maculans

   (종자에서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Leptosphaeria maculan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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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브로콜리

종자,
꽃양배추

종자,
순무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종자에서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등이 전혀 검출되

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상추종자 ㅇ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Septoria lectucea, Pseudomonas chicori, 

Xanthomonas campestris pv. vitians, Arabis mosaic virus, Lettuce 
mosaic virus, Lettuce yellow mosaic virus, Tomato spotted wilt 
virus

   (종자에서 Septoria lectucea, Pseudomonas chicori, Xanthomonas 
campestris pv. vitians, Arabis mosaic virus, Lettuce mosaic 
virus, Lettuce yellow mosaic virus, Tomato spotted wilt virus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The seed is free from Trogoderma granarium
   (Trogoderma granarium이 검출되지 않았음)



- 122 -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양배추
종자

ㅇ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종자에서 Phoma lingam, Alternaria brassicae, Alternaria 
brassicicola,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
음)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s. Especially free from 
Cyperus, Cuscuta, Striga and Crobanche

   (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잡초가 없음. 특히 Cyperus, Cuscuta, 
Striga 및 Crobanche 속과 같은 잡초는 발견되지 않았음)

당근
종자

⚪ PC 부기사항
 The seed has been inspected on growing season
 The seed is free from noxious weed
 The seed is believed not to be GMO
   (종자는 생산지에서 재배지 검사를 했음)
   (작물에 해를 주는 잡초가 혼입되지 않았음)
   (수출종자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닐 것)
 The seed is free from Stemphylium radicinum, Alternaria dauci,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종자에서 Stemphylium radicinum, Alternaria dauci,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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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인공

씨감자
ㅇ 요구사항
  ①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등록
  ② 모본 실험실검사를 통한 Tobacco rattle virus, Tomato chlorosis 

virus 무감염 증명
  ③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새로운 포장재 사용 및 각 포장상자에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 표기
   나.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 실시
ㅇ PC 부기사항
  ④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
    (The shipments came from mother plants indexed for the Tobacco 

rattle virus and Tomato chlorosis virus by official laboratory test)

   나.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
    (The shipments were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

   다.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음  
(The shipments were produced in production facilities registered 

by APQA)

   라.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
    (The shipments were free of soil, organic matter, impurities, 

mollusks and vegetable or animal substrate)

 수출불가 품목
○ 신선 농산물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무균배양 인공씨감자는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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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페루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배, 파프리카, 토마토, 감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식물체 : 선인장 (Gymnocalycium mihanovichii var. hibotan)

○ 종자류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종자류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학명 한글명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subvar cymosa
(=B. oleracea var. italica) 브로콜리
Lagenaria siceraria
(=Cucurbita lagenaria) 재래박
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B. pekinensis) 양배추
Cucumis melo 멜론
Cucumis sativus 오이
Capsicum annuum 고추
Raphanus sativus 무
Citrullus lanatus 수박
Lycopersicon esculentum 토마토
Cucurbita pepo
(=Cucurbita mammeata) 조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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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배 ⚪ PC 부기사항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linia fructigena and Nect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배나무흰깍지벌
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파프
리카

⚪ PC 부기사항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QI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토마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3
호, '17.2.22)호
1.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승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 및 포장되어야 함.
2. (재배지 요건) 검역병해충 미발생
* 검역병해충: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담배나방

(Helicoverpa assulta)
3. (선과장 요건) 병해충 침입 방지 시설, 오염방지
4.(선과 및 포장) 토마토는 줄기, 꽃자루, 꽃바침이 제거되고, 기타 잔재물 

및 흙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포장상자에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To PERU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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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출검역) 총 포장상자의 최소 2% 샘플 채취 수출검역
6.(부기사항) 
-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감 수출요건
1.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되어야 함.
2. (재배지 요건)
  - 검역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 실시
  - 수확 시작 최소 2달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낙과 제거
3. (선과장 요건) 
  -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시설 설치
4.(선과 및 포장) 
  - 기타 잔재물 및 흙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포장상자에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To PERU 표시
5. (검역처리) 벗초파리 사멸을 위한 수송중 또는 육상 저온처리
  -  0.9±0.7℃이하, 12일 이상
6.(수출검역) 총 포장상자의 최소 2% 샘플 채취 수출검역, 절개검사
7.(부기사항) 
  - 감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생과일을 수출하는 프로토콜에 부합하며,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그리고 Conogethes punctiferalis” 가 없음을 확인함. (“The 
persimmon fresh frui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inspected by APQA 
and complies with the Protocol for the export of fresh fruit from Korea 
to Peru, and it has been verified that is free of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 “벗초파리 사멸을 위하여 감 생과실에 효율적인 처리가 적용되었음” 
  - (육상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종료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pletion of treatment: dd. mm.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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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시작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eatment: dd. mm. yy)

  - 봉인번호, 저온처리 사항 등 부기
  - 저온처리 및 온도센서 교정보고서 발급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8. 최초 3년간 페루 검역관에 의한 국외생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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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멕시코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배

※ 재배 중 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우려병해충 미감염 부기

○ 종자류 :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 종자류이며, 그 외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학명 한글명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브로콜리
Allium cepa 양파
Capsicum annum 고추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양배추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꽃양배추
Lactuca sativa 상추
Cucumis melo 멜론
Brassica rapa 순무
Brassica chinensis 청경채
Capsicum frutescens 고추속의 일종
Raphanus sativus 무
Citrullus lanatus 수박
Solanum melongena 가지
Cucurbita maxima 서양호박
Spinacea oleracea 시금치
Allium porrum 유럽파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배

⚪ PC 부기사항
 "Container number" (컨테이너 번호)
  *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Container seal number)도 함께 

부기 가능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t agreed between SAGARPA 

and QI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
  (동 화물은 SAGARPA와 QIA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하고,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입병버섯(5종)

느타리,큰느타리,
아위느타리, 

느티만가닥, 팽이

수출 요건
 - 증명서 기재 사항
 -  생산업체 등록 (승인서 발급)
 -  포장상자 역추적정보 기재 
       ( 업체명, 생산장소, 원산지 및 산지, 포장일 및 로트번호)
 - 흙이 부착되지 않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함
 ⚪ PC 부기사항
"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s and 

recognized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Korea 
for mushrooms production"

 "This merchandise was inspected and determined as free of any 
state of development of pests of quarantine interest for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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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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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 동
 

31. 바레인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 콩
○ 과실류 : 배, 사과, 단감, 대추, 잣, 감귤
○ 채소류 : 무, 배추, 들깻잎, 콩나물, 참깨, 고추, 버섯 등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단, 휴대하는 곡류, 과실,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음

32.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전체
○ 과실류 : 전체(코코넛 과실은 수입금지)

○ 채소류 : 전체
○ 종자류 : 무
○ 버섯류 : 전체
○ 화훼류 기타 : 선인장묘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단, 휴대하는 곡류, 과실(코코넛 과실은 수입금지),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으나 입국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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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랍에미리트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찹쌀, 현미, 보리, 수수, 조, 콩, 팥, 백미
○ 과실류 : 배(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밤, 매실, 

자두, 멜론, 수박, 복숭아, 참외
○ 채소류 : 당근, 양배추, 달래, 쑥, 양상추, 우엉, 시금치, 대파, 부추, 배추
○ 종자류 : 무, 배추, 오이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 화훼류 기타 : 알로에묘, 팔레놉시스묘, 선인장묘
○ 기타 : 건채소류, 배합사료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34. 아프가니스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백미, 옥수수, 콩
○ 채소류 : 감자, 고추, 들깻잎, 마늘쫑, 무, 배추, 생강, 오이, 완두, 우엉, 

인삼, 참깨, 토마토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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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만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전체
○ 과실류 : 전체
○ 채소류 : 전체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무
○ 버섯류 : 식물검역증명서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휴대식물도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함

36. 이라크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찹쌀, 흑미, 녹두, 수수, 옥수수, 조, 콩, 팥
○ 과실류 : 단감, 배, 사과
○ 채소류 : 고추, 배추, 생강, 콩나물, 참깨
○ 건채류 : 건고구마줄기, 건고사리, 건취나물, 무말랭이, 건토란대
○ 종자류 : 고추, 시금치, 토마토
○ 버섯류 : 양송이, 표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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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란
 

 수출가능 품목
○ 곡류(백미), 과실류(배), 기타(건채소류)

○ 종자류(배추, 브로콜리, 오이, 양파, 양배추, 토마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38. 이스라엘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백미는 소비용에 한해 수출가능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배
 1)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재배지 예찰결과 보고(복숭

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잿빛무늬병, 산호세깍지벌레, 벚나무응
애 등), 수출검사, 제반서류(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상대국 수입
허가서) 등

 2) PC 부기사항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greement on Korean p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23 October 2001. The fruit originate from orchards south of 
the River Han and from orchards clear, with a radius of 200m 
of Juniperusspp. In addition the orchards were found to be: free 
from Gymnosporangiumspp., free from Monilinia fucticola for at 
least six weeks prior to picking of the fruit, free from 
Quadraspidiotus perniciosus during the last two growing seasons, 
free from the mites Teranychus kanzawai, T. truncatus and T. 
viennensis according to surveys and practically free from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 화물 컨테이너 seal번호 부기



- 136 -

 수출불가 품목
○ 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버섯(일부) 이외 품목은 수출할 수 없음
○ 사과는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이스라엘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

 1)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양묘장 등록(매년 2월 1일까지 등록), 
재배지검사, 재배지검사 기록부 기록, 소독처리, 수출검사 등 

 2) PC 부기사항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rrangement on unrooted grafted cacti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June 5, 2008. The mother stock plants from which 
the unrooted grafted cacti originated were officially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and cactus 
mild mottle virus. The grafted cacti were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Brevipalpus russulus, Incilaria 
confusa and all other quarantine pests.” 

입병버섯(7종)
팽이,새송이,느타
리,만가닥,잎새,양
송이,표고

  1) 생산업체 등록 (승인서 발급)
  2) PC 부기사항
  "The mushrooms were visually inspected before shipment by NPPO 

of the Rep.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mites such as, 
Brennandania spp. and flies such as Mycophila speyeri. The 
material was grown in closed rooms in approved facilities.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growing media and 
undergroun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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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멘
 

 수출가능 품목
○ 종자류 : 후추, 들깨, 치커리 청경채, 가지, 조롱박,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멜론, 호박, 무, 겨자, 수박, 배추, 양배추, 꽃양배추, 
토마토, 피망, 양상추, 고추, 오이, 양파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40. 카타르
 

 수출가능 품목
○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전체

※ 100kg 이하의 휴대하는 곡류, 과실,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없으나 입국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41. 쿠웨이트
 

 수출가능 품목
○ 곡류(콩), 과실류(배), 종자류(상추, 양배추), 버섯류(표고)

○ 채소류 : 미나리, 쑥갓, 참나물, 깻잎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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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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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아니아･태평양
 

42. 뉴질랜드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밀, 옥수수, 콩, 수수

※ 콩, 수수는 발아가 되지 않도록 불활 처리해야 수출가능

○ 과실류 : 배(미국, 캐나다, 호주 배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 
포도(뉴질랜드 수출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당근, 대파, 브로콜리

   * 표시된 종자는 특정 병해충 무감염 증명 등 수입 요건이 있는 품목
이므로 상세 부기사항 확인 필요

※ 박과류 종자는 CGMMV와 KGMMV 무발생 지역이나 무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되거나, 정밀검사(최소 2,000립) 후 두 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 고추 종자(Capsicum spp.)는 Pepper chat fruit viroid (PCFVd)와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에 대해 무발생 지역이나 무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되거나, 

정밀검사(최소 3,000립) 후 두 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 화훼류 기타 : 선인장묘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감귤, 포도, 사과, 단감, 밤, 복숭아, 참다래, 살구, 자두
○ 채소류 : 파프리카, 메론(참외), 딸기, 인삼,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피망,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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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류 : 팽이, 새송이, 느타리, 만가닥, 표고, 송이, 양송이, 영지
○ 절화류 : 백합, 장미, 국화,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카네이션, 난초, 튤립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상기 품목 중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뉴질랜드측에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를 진행 중임

□ 수출검역조건 및 부기사항

○ 배는 미국․캐나다․호주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 가능하며,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found to be free of any visually detectabl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and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concerning 
the access of host material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into New Zeal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anamorph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 선인장묘는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Ⅰ] This Botanical Material is the Ornamental Bare-Root Nursery Stock of 

SPECIMENS ARTIFICIALLY PROPAGATED AS DEFINED BY CITES, 
INCLUDED IN APPENDIX Ⅱ - FLORA (PLANTS)- CACTACEAE (Cacti) spp. 
7 Product(s).

    [Ⅱ] This nursery stock has been sourced from a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which 
is free from Helicobasidium mompa.

    [Ⅲ] It was grown from cuttings in a soil-less growing medium in the containers 
maintained out of contact with the soil.

    [Ⅳ] It has received the following 3 Chemical Dips Treatment within 7 days of export:
        a) Abamectin @ 0.09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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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hloropiriphos @2.4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c) Carbaryl @ 1.5gm per liter for a duration of 3-min.

    [Ⅴ] It has received the following 3 Chemical Sprays Treatment within 7 days of 
export:

        a) 10mg per liter of Bromo-chloro-dimethylhydantoin for 5 min, and
        b) 1g per liter of Benzimidole Carbendazim for 20min, and then,
        c) 2g per liter of Dicarboximide Iprodione for 30min.

○ 포도는 뉴질랜드 수출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 
가능하며,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Ⅰ] 과수원 등록번호
    [Ⅱ] 선과장 등록번호
    [Ⅲ] 컨테이너 봉인번호
    [Ⅳ] 부기사항
      ⅰ)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o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ⅱ)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
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ⅲ)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sourced from an area free 
(verified by an official detection survey) from Guignardia bidwellii”(본 포도 
화물은 G. bidwellii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

    [Ⅴ]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 양국이 합의한 수출 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http://mpi.govt.nz/law-and-policy/requirements/import-health-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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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호주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백미, 보리, 밀, 수수, 콩, 강낭콩, 팥, 녹두

※ 흙, 잡초, 볍씨 등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게 도정되어야 함

○ 과실류 : 배(하동, 상주, 나주), 단감, 가공 밤, 파프리카, 포도
※ 수출검역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수해야 함

○ 채소류 : 양파(가공용), 파프리카, 딸기 
※ 양파(가공용) 및 파프리카는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양파(가공용) : 깜부기병 무감염 증명

   - 파프리카 : 온실에서 생산, 온실․선과장 등록

※ 딸기는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농가․선과장 등

록, 병해충 예찰, 재배지검사(실험실정밀검사),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소

독처리 등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오이, 참외, 파, 호박
※ 박과류 종자는 정밀검사(최소 9,400립) 후 CGMM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는 특정 병해충에 대해 승인된 검사법으로 무감염 증

명 후 PC 부기 또는 도착지 검사

   - 병해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9페이지 참조

   - PC에 부기사항 기재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결과서 발급해야 함 

○ 버섯류 :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만가닥, 목이, 흰목이
※ 버섯류의 재배매체는 동물 및 동물성 부산물이 없어야 하고, 121℃에서 30

분간 소독 처리해야 함(PC에 부기)

○ 절화류 : 장미,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 장미 등 증식 가능한 것은 활력제거 처리 및 부기, MB 의무훈증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아이비



- 144 -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감귤, 밤,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
○ 채소류 : 토마토, 메론(참외),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피망,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고구마, 감자, 수삼
○ 버섯류 :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 절화류 : 백합, 국화, 카네이션, 난초, 튤립,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양국이 합의한 수출 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호주 농업수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수출 가능여부 확인 필요

http://bicon.agriculture.bov.au/BiconWe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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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국가 품목 요구사항 및 PC부기사항 비고
호주 양파

(가공용)
⚪ PC 부기사항
  “A representative sample of 600 onions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symptoms of onion smut (Urocystis 
cepulae Frost) and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soil

   (600개의 대표샘플을 검사한 결과, 깜부기병(onion smut : 
Urocystis cepulae Frost)의 병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흙이 
부착되지 않았음)

 ※ 완전히 봉인된 드라이박스(dry box) 또는 냉동선박 컨테이너
(reefer shipping containers)로 수입되어야 함

배 ⚪ 모든 박스에 “For Australia를 표시하고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번호, 검사일자가 표시된 라벨 부착

⚪ PC 부기사항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n and Australian NPPOs.
   (한국 식물검역당국과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한국산 배 협정에 

따라 생산 및 검사되었음)
 ※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추가 부기사항
 “Pears from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orchards free 

from fire blight (caused by Erwinia amylovora) and black 
stem blight (caused by Erwinia pyrifoliae).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

포도 ⚪ PC 부기사항
  1. 과수원 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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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 수입요건╻
종자별 실험실정밀검역대상 및 시료량

병해충별 부기사항

❍ 토마토 종자

    1. Pepino mosaic virus
     a. ELISA법 

     "The tomato seed in lot(s) [insert lot number/s], of name [insert name], grown in 
[insert name of country], was tested for pepino mosaic virus and found to be free of 
the virus by using the ELISA test method of the Manual of Seed Health Testing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current version) on a sample of 3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drawn from the lot and divided and tested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250 seeds.", 또는

     b. PCR법

     "The tomato seed in lot(s) [insert lot number/s], of name [insert name], grown in 
[insert name of country], was tested for pepino mosaic virus and found to be free of 
the virus by using a reverse-transcription PCR test for the virus on a sample of 
3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drawn from the lot and divided and 
tested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400 seeds unless the testing laboratory is 
approved for sub-sample sizes greater than 400 seeds."

병해충명
(Pathogen)

토마토
(Tomato)

고추류
(Capsicum)

시료량
(Sample)

분할시료량
(Sub sample)

Tomato mottle mosaic virus ○ ○ 20,000 400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 ○ 20,000 400

Pepino mosaic virus ○ ✕ 3,000 250

Columnea latent viroid ○ ○ 20,000 400

Pepper chat fruit viroid ○ ○ 20,000 400

Patato spindle tuber viroid ○ ○ 20,000 400

Tomato apical stunt viroid ○ ✕ 20,000 400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 ○ ✕ 20,000 400

Tomato planta macho viroid ○ ✕ 20,0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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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lumnea latent viroid, Pepper chat fruit viroi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Tomato 
apical stunt viroi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 and Tomato planta macho viroid

     "The tomato seed in lot(s) [insert lot numbers], of name [insert name], grown in 
[insert name of country], was tested for columnea latent viroid, pepper chat fruit 
viroi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tomato apical stunt viroi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 and tomato planta macho viroid and was found to be free of these viroids 
using a reverse-transcription PCR test for the viroids on a sample of 20,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drawn from the lot and divided and tested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400 seeds."

    3.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and Tomato mottle mosaic virus (ToMMV)
     "The consignment of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comprises [insert seed lot 

number(s)] seed lot(s); for each seed lot, seeds were tested by PCR using primers 
and protocols approved by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at [insert laboratory name(s) and report number(s)] on a sample size of 
20,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400 seeds and found free from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and 
tomato mottle mosaic virus (ToMMV)."

❍ 고추류 종자

    1. Columnea latent viroid, Pepper chat fruit viroi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The capsicum seed in the consignment in lot(s)[insert lot numbers], of name [insert 

name], grown in [insert name of country], was tested for columnea latent viroid, 
pepper chat fruit viroid an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and was found to be free of 
these viroids by using a reverse-transcription PCR test for the viroids on a sample 
of 20,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drawn from the lot and divided 
and tested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400 seeds."

    2.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and Tomato mottle mosaic virus (ToMMV)
     "The consignment of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comprises [insert seed lot 

number(s)] seed lot(s); for each seed lot, seeds were tested by PCR using primers 
and protocols approved by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at [insert laboratory name(s) and report number(s)] on a sample size of 
20,000 seeds (or 20 per cent of small seed lots) as sub-samples of no more than 
400 seeds and found free from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and 
tomato mottle mosaic virus (To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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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크로네시아
 

○ 사과, 배, 감귤, 복숭아, 감(단감), 딸기, 포도, 파프리카, 참외(멜론), 
토마토에 대해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45. 팔라우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자두, 복숭아, 양벚, 넥타린
○ 채소류 : 수삼, 양배추, 마늘쫑, 무, 수박, 당근, 상추, 근대, 깐마늘, 

들깻잎, 쑥갓, 감자, 알로에, 꽃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참외, 배추, 고구마, 마늘, 샐러리, 
파슬리, 양파, 생강, 부추, 딸기, 콜리플라워, 멜론, 버섯, 순무

 수출불가 품목
○ 복숭아, 감(단감), 딸기, 멜론은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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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시아





- 152 -

6 EU･러시아
 

46. EU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감자, 여주, 감귤 묘목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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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 시행 규정 (EU) 2018/2019에 따라 EU가 지정한 다음의 
고위험식물류는 ‘19년 12월 14일부터 EU 내 수입금지

   - 제3국산 종자, 분재, in vitro 형태를 제외한 다음의 재식용 식물(34속 1종)

Acacia Mill. Acer L. Albizia Durazz.

Alnus Mill. Annona L. Bauhinia L. 

Berberis L. Betula L. Caesalpinia L. 

Cassia L. Castanea Mill. Cornus L.

Corylus L. Crataegus L. Diospyros L.  

Fagus L. Ficus carica L. Fraxinus L. 

Hamamelis L. Jasminum L. Juglans L.

Ligustrum L. Lonicera L. Malus Mill. 

Nerium L. Persea Mill. Populus L.

Prunus L. Quercus L. Robinia L.

Salix L. Sorbus L. Taxus L.

Tilia L. Ulmus L.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재배매체 : 식물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 식물에 부착된 재배매체는 

다음사항을 공식 증명하는 조건으로 허용
1) 재식시점 
 - 흙 또는 유기물이 없거나,

 - 전체가 Cocos nucifera L의 피트 또는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
재배 또는 그 밖에 기타 농업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효과적인 열처리나 훈증소독을 실시
2) 재식이후 
 - 재배매체는 유해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음을 보

증하거나,

 - 출발하기 2주 내에 수송 중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제
외한 나머지 매체를 제거하였으며, 사용된 재배매체는 1)의 요건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다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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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
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

    1) 감귤궤양병 관련
     - Xanthomonas citri pv. citri와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Xanthomonas citri pv. citri와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가 무발
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Xanthomonas citri pv. citri와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무발생 
산지(Place of production)에서 생산되었거나,

     - 생산지와 그 부근은 Xanthomonas citri pv. citri와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의 방제를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와 재배법을 따라야 
하며, 과실은 Sodium Orthophenylphenate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였음. 
수출 개시 전 적절한 시기에 실시된 공식 검역에서 해당 과실은 
Xanthomonas citri pv. citri와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병징이 
보이지 않으며, 화물에 대한 역추적 정보를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2) Pseudocercospora angolensis 관련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무발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인접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에서 
Pseudocercospora angolensis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3) Phyllosticta citricarpa 관련
     - Phyllosticta citricarpa 무발생으로 인정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Phyllosticta citricarpa 무발생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Phyllosticta citricarpa 무발생으로 인정된 산지에서 생산되었거나,

     - Phyllosticta citricarpa 병징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포장이나 인접
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생산포장에서 수확된 모든 과실은  
Phyllosticta citricarpa 의 병징이 보이지 않았음. 화물에 대한 역추적 
정보를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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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실파리 관련
     - Tephritidae(과실파리과) 무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

었거나,

     - Tephritidae의 증상이 최근 생육이 시작된 이후 생산포장이나 이웃
포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최소한 공식적인 검사가 수확되기 3개월 
전부터 매달 수행되었거나, 

     - 과실은 대표표본에 대한 적절한 공식적인 조사에서 생장 전 단계에
서 Tephritidae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 증열처리 또는 저온처리 등의 수용가능한 화학처리가 실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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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종자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함.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생잔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무감염되었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5 : Clavibacter michiganensis ssp. 

michiganensis, Xanthomonas euvesicatoria, Xanthomonas gardneri, 
Xanthomonas perforans, Xanthomonas vesicatoria Vauterin, Pepino 
mosaic virus 및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관련

     - 2)의 유럽연합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 분재류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

    1) 양묘장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실시 (24개월, 적절한 간격으로 6회 이상)

    2) 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 분재의 경우 표찰 부착
    3) 소독처리
    4)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 양묘장 명 및 등록번호
     - 선적 2주전에 처리한 약제명
     - 분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부기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함
      · 3개속 분재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02/499/EC, 2010/646/EU and 2019/207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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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락하늘소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2/138/EU and 2019/2072/EU

      ·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5/893/EU and 2019/2072/EU

      ·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공통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2/138/EU, 2015/893/EU and 
2019/2072/EU

  ○ 국화묘 : 다음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1) 부록Ⅶ,4 : Thrips palmi Karny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Thrips palmi Karny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Thrips 
palmi Karny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2) 부록Ⅶ,7,b : Bemisia tabaci Genn 관련
     - 생육 기간 동안 관련된 유럽연합 검역병해충의 증상이 없고,

     - Bemisia tabaci Genn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Bemisia tabaci Genn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Bemisia tabaci Genn 박멸을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3) 부록Ⅶ,8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무발
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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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Liriomyza sativae (Blanchard) 및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4) 부록Ⅶ,9 : 초본성 다년생 재식용 식물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식물의 부스러기, 꽃 및 과실이 없고,

     - 수출 전 적적한 시점에 검사를 하였고,

     - 유해 세균,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유사 생명체의 증상이 없고,

     -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곰팡이의 증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

  5) 부록Ⅶ,25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관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의 증상
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가 되었음.

    6) 부록Ⅶ,26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관련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
되었거나,

     - 공식적인 검사와 실험에 의해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생산지에서 전 생육기동안 재배되었다는 증명

  ※ 소독처리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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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러시아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석류
○ 채소류 :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양파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양파, 콜라비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 품목에 따라 재배지검역 실시 후 수출 가능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식물위

생요건 확인 필요)

 수출불가 품목
○ 묘목류 : 자두 묘목, 복숭아 묘목, 아몬드 묘목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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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 수입요건

 ① 사과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② 배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③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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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터키
 

 수출가능 품목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핵과류(Prunus spp.), 감귤류, 사과
○ 채소류 : 토마토, 고추, 감자, 오이, 양파
○ 견과류 :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 콩, 벼, 감자괴경, Allium 속 식물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심비디움, 국화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휴대식물 (곡류, 과일(신선, 건조), 채소 등)은 다음 조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Regulation of Agricultural Quarantine of Turkey Article 
12(a), (b), (c), (d), (e), Annex 4, 식물류 수입특별요건 item 9, 10, 11, 12, 27, 28, 29, 40, 64)

      - 여행 중 소비하기 위하여 3kg 이하의 신선 또는 건조 과실, 채소를 휴대하는 경우
      - 외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특별허가증을 가지고 식물류를 반입하는 경우
      - 재식용 식물 1kg 이하를 세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에서 터키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 식용으로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망명객, 이민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
      - 외국인 등에 의해 터키 정부, 자선 기관에 기증품으로 허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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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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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프리카
 

49. 남아프리카공화
국

 

 수출가능 품목
○ 과실류 : 사과, 배

※ 재배지검사와 수출검사를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 기록

○ 종자류 : 고추, 당근, 대파, 무, 부추,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 양파, 
시금치, 치커리, 토마토, 피망, 호박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50. 이집트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단감, 배, 사과
○ 버섯류 : 새송이, 팽이
○ 절화류 : 심비디움,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 종자류 : 고추, 당근, 오이, 토마토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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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만의 신선 농산물 수입요건

1. 대만의 신선농산물 수입요건
  □ 대만은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따라 금지병해충(56종)을 지정, 이들 

병해충의 기주식물 전체를 수입금지하고 있음
    ○ 금지병해충 56종 : 병 30종, 해충 21종, 선충 3종, 파이토플라즈마 2종
    ○ 한국산 농산물 관련 상기 대만의 금지병해충은 Rice hoja blanca virus, 

오갈병(Rice dwarf virus), 벼줄기선충(Rice stem nematode), 복숭아심식나방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i), 유리알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화상병(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감귤마름병
(Satsuma dwarf virus) 7종임.

  □ 대만측이 수입허용하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품목별로 
병해충(37종)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병해충 무감염 사실 부기
    ○ 한국에서 수출하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12종의 병해충

(Phthorimaea operculella, Unaspis yanonens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Ditylenchus dipsaci, Ditylenchus destructor,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Erwinia amylovora,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Rhizoglyphus 
echinopus, Erwinia pyrifolia, Potexvirus,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무감염 증명(수출검역증명서에 무감염 부기)해야 함

  □ 대만 도착지검사에서 대만측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 시에는 소독
처리 등 검역처분되거나 적용가능한 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됨

    ○ 대만측이 규제하는 검역병해충은 총 1,449종임
      - 해충 312, 응애 32, 병(세균․진균․바이러스) 604, 파이토플라즈마 93, 

선충54, 잡초 284, 기생식물 13, 연체동물12, 기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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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식물 및 식물성 산물, 피트모스(peat moss) 및 피트(peat)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검역증명서 미첨부시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됨
  □ 백합, 글라디올러스 및 다알리아 구근의 수입은 “백합, 글라디올러스 

및 다알리아의 수입검역요건”을 따름
  □ 다음의 증식용 식물은 대만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함(종자 및 과실 제외)

구    분 대상 식물

최소 2년간 격리재배

Saccharum sinense,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속)

Camellia sinensis (동백나무)

Ananas spp. (파인애플 등의 아나나스속)

Citrus spp., Fortunella spp.(금귤), and Poncirus spp.(탱자)

Musa spp. (바나나 등 파초속 식물)

최소 1년간 격리재배

Carica spp. (파파야)

Euphoria longana (용안)

Fragaria spp. (딸기)

Litchi chinensis (여지)

Malus spp. (사과)

Magnifera indica (망고)

Morus spp. (뽕나무류)

Passiflora spp. (패션프룻)

Prunus spp. (살구, 자두, 매실, 복숭아 등)

Psidium guajava (구아바)

Pyrus spp.(배, 접수는 “배접수 수입검역절차”에 따름) 

Rosa spp.(장미, 절화 제외)

Vitis spp.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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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 대만측이 수입금지하는 식물의 대만수출을 위해서는 수출허용요청 

및 병해충위험분석(PRA)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병해충 조사자료 및 예찰기록(조사기간은 ‘병해충무발생지역 인정

절차’에 따라야 함)

    ○ 생산관리 정보(생산지역, 수확량,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 등)

    ○ 병해충목록, 병해충방제방법, 사용농약 목록 등
    ○ 수출검역 절차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 대만측은 수출국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수출국 현지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 비용은 수출국이 전액 부담
  □ 대만측 현지조사 결과 병해충무발생지역이 인정되면 양국간에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대만수출이 허가됨
    ○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경우 한․대만 양국이 검역요건에 합의

하여 대만수출이 가능해짐(’06. 2월)

  □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외에도 다음의 경우 PRA 실시
    ○ 국가별로 대만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신선 식물
    ○ 수입식물에서 대만의 농업생산안전 및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 식물위생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병해충의 새로운 전달경로가 발견된 

경우
    ○ 최근 5년 동안 수입되지 않은 식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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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대만 수출검역요건
  □ 국내산 신선농산물 대부분은 대만수출이 가능하나, 대만측 금지병

해충의 기주식물은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조건부로 수출이 가능함
    ○ 복숭아심식나방의 기주식물 중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양국간 

약정에 따라 조건부 수출이 가능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참고)

      - 단, 매실․자두․살구․대추 생과실 등은 수출 불가능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인 단풍나무 등은 꽃․과실․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

  □ 대만수출이 가능한 식물의 경우에도 대만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국내에 분포하는 다음의 병해충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야 함
      - 감자뿔나방, 화살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감자썩이

선충, 감자역병, 뿌리응애, 가지검은마름병 등 8종
       ※ 수출품목에 따라 1종 이상의 대만측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하여야 하므로 

품목별 부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대만측 검역병해충 검출 시 또는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에 해당 식물에 따라 다음의 부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됨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OOO(해당 병해충의 학명).

      -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undergone an appropriate quarantine 

treatment prior to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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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국산 농산물 관련 대만의 금지병해충 및 금지식물

No. 금지병해충 대 상 식 물 비 고

1

○Rice hoja blanca tenuivirus
  [Rice hoja Blanca virus 

(tenuivirus)]

○Rice dwarf phytoreovirus
  [Rice dwarf virus (phytoteovirus)]

○Rice stem nematode
(Ditylenchus angustus Butler)

Brachiaria spp. 대상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종자제외)

Echinochloa spp.(돌피속)
Panicum spp.(기장속)
Paspalum spp.(참피속)
Oryza spp.(벼속)
Leersia hexandra
Saccioleps interrupta
Rottboellia spp.
Tricum aestivum(밀)

2
○Satsuma dwarf virus

(Sadwavirus)

Citrus spp.(귤속) 꽃, 과실, 종자를 
제외한 신선식물 

전체
Fortunella spp.(금귤속)

Poncirus spp.(탱자나무속)

3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Asian longhorned beetle)

Acer spp.(단풍나무속)

대상식물의 
꽃, 과실, 

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의 

묘목을 제외한 
전체

Aesculus spp.(칠엽수속)
Alnus spp.(오리나무속)
Betula spp.(자작나무속)
Citrus spp.(감귤속)
Elaeagnus angustifolia
Fraxinus spp.(물푸레나무속)
Hibiscus spp.(무궁화속)
Liriodendron tulipifera(튜울립)
Malus spp.(사과나무속)
Melia spp.(멀구슬나무속)
Morus spp.(뽕나무속)
Paulownia fortunei
Platanus spp.(플라타누스속)
Populus spp.(사시나무속)
Prunus spp.(벚나무속)
Pyrus spp.(배나무속)
Robinia spp.(아까시나무속)
Rosa spp.(장미속)
Salix spp.(버드나무속)
Sophora spp.(고삼속)
Ulmus spp.(느릅나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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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금지병해충 대 상 식 물 비 고

4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Matsumura = C. niponensis 
Walsingham; Peach fruit moth)

Aronia arbutifolia

대생식물의 
생과실

Chaenomeles japonica(풀명자)
Chaenomeles speciosa
Cornus mas
Crataegus spp.(산사나무속)
Cydonia oblonga
Malus spp.(사과나무속)
Phoenix dactylifera
Prunus americana
Prunus armeniaca(살구)
Prunus domestica
Prunus dulcis = P. amygdalus(아몬드)
Prunus mume(매실)
Prunus persica(복숭아)
Prunus salicina(자두)
Pyrus spp.(배나무속)
Rosa spp.(장미속)
Sorbus aucuparia
Sorbus commixta(마가목)
Ziziphus jujuba(대추)

5 화상병(Erwinia amylovora)

Amelanchier SPP.

대상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과실 및 
종자제외)

Aronia spp.
Chaenomeles spp.
Cotoneaster spp.
Crataegomespilus spp.
Crataegus spp.
Cydonia spp.
Dichotomanthes spp.
Docynia spp.
Eriobotrya japonica
Malus spp.
Mespilus spp.
Osteomeles spp.
Peraphyllum spp.
Photinia spp.（Heteromeles spp.）
Prunus spp.
Pyracantha spp.
Pyrus spp.
Raphiolepis spp.
Rubus spp.
Sorbus spp.
Spiraea spp.
Stranvaes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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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은 다음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대만수출 가능

   1) 배는 수출농가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및 방제사항기록, 

선과장 등록, 수출검사

   2) 사과․복숭아는 수출농가 등록, 6~10월까지 월 2회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

제, 예찰 및 방제사항 기록, 재배지 검사, 선과장 등록, 대만검역관의 수출과

수원 및 선과장 현지조사, 수출검사 등

    3) 배 화상병 무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임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

       ※ 2015년 국내 화상병 발생에 따라 대만 수출용 사과, 배에 대해 배 화상병이 감염되지 

않았음 부기(2015.7.8일자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4)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 내용 부기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ach fruit moth(Carposina sasakii), Western flower thrips(Frankliniella 

occidentalis) and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and the fruits are 

produced from the orchard free from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 Code No. of packing house:    , Date of inspection:    , Container No.:    .

(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 꽃노랑총채벌레 및 배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이 과실은 배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됨.)

     * 선과장 코드번호:     검역일자:     컨테이너 번호:   . 끝.

※ 살구, 매실, 자두, 대추 생과실은 대만 수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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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병해충 무감염증명 대상식물(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무감염 
부기)

 ① 대상병해충 : 감자뿔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Potato tuber moth)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生植物)의 줄기, 잎, 싹, 괴경 
및 생과실
Beta vulgaris var. saccharifera 사탕무
Solanaceae(가지과)

고추, 파프리카, 피망, 가지, 감자, 담배, 
토마토 등

 ② 대상병해충 : 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Kuwana); Arrow head scal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生植物)의 전체 또는 일부분
(종자 제외)  - 꽃, 과실에 해당
Citrus spp.(귤속) 귤, 유자, 레몬
Fortunella spp.(금귤속) 금귤 등
Poncirus spp.(탱자나무속) 탱자 등

 ③ 대상병해충 :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Western flower thrips)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종자 및 지하부를 제외한 다음 생식물
(生植物)의 전체 또는 일부분
Aesculus spp.(칠엽수속) 칠엽수, 서양칠엽수(마로니에)
Allium spp.(부추속)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Alnus spp.(오리나무속)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Amarylis spp.=Hippeastrum spp. 아마릴리스
Alstroemeria spp.(알스트로메리아속) 알스트로메리아
Althaea spp. 접시꽃
Amaranthus spp.(비름속) 줄맨드라미, 털비름, 가시비름, 색비름, 

비름, 청비름, 개비름, 눈비름
Anagallis arvense 뚜껑별꽃
Anthurium spp.(안스리움속) 안스리움
Antirrhinum majus 금어초
Asclepias spp.
Asparagus officinalis 아스파라거스
Begonia spp.(베고니아속) 베고니아
Berzelia spp.
Bougainvillea spectabilis
Bouvard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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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Brassicaceae(십자화과) Brassica spp.(배추, 양배추), Rhaphanus 

spp.(무), Wasabia spp.(고추냉이), 냉이
Brunia laevis
Calceolaria spp.(칼세올라리아속)
Calluna vulgaris = Erica vulgaris
Calotropis gigantica
Carya illinoensis
Celastrus spp. 노박덩쿨
Celosia spp.(맨드라미속) 맨드라미
Cerastium glomeratum 유럽점나도나물
Chamelaucium spp.
Chenopodiaceae(명아주과/비름과)
Citrus spp.(귤속) 귤, 유자, 레몬
Clematis spp.
Codiaeum spp.

Compositae(국화과)
국화, 해바라기, 구절초, 민들레, 취, 해바
라기, 머위, 쑥갓, 코스모스, 치커리, 쑥, 
상추, 달리아, 데이지, 과꽃

Cucurbitaceae(박과)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멜론, 수세미, 
여주

Cyclamen spp.(시클라멘속) 시클라멘
Dianthus spp.(패랭이꽃속) 카네이션, 패랭이꽃, 수염패랭이꽃, 

갯패랭이꽃, 난장이패랭이꽃, 술패랭이꽃
Digitaria ciliaris
Diospyros kaki 감, 단감
Echinochloa crus-galli 피
Echium plantagineum
Eremurus spp.
Eschscholzia californica 금영화
Euphorbia spp.(대극속) 대극, 붉은대극, 포인세티아
Eustoma spp. = Lisianthus spp.
Ficus spp.(무화과나무속) 무화과나무, 인도고무나무
Freesia spp.(프레에시아속) 프리지아
Fuchsia spp.(후크시아속) 후크시아
Gentiana spp.(용담속) 용담, 산용담
Geranium spp.(쥐손이풀속) 쥐손이풀
Gesneriaceae(돌담배과/제스네리아과)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글라디올러스
Gossypium spp.(목화속) 목화
Gypsophila spp.(대나물속) 대나물
Heliotropium europaeum
Hemerocallis spp.(원추리속) 원추리
Hibiscus spp.(무궁화속) 닥풀, 황근, 무궁화, 부용
Hordeum spp.(보리속)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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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Hydrangea spp.(수국속) 수국, 산수국, 등수국, 나무수국
Hypericum spp.(물레나물속) 물레나물, 고추나물
Impatiens spp.(봉선화속) 봉선화, 물봉선, 노랑물봉선화
Ipomoea spp.(고구마속) 고구마
Iris spp.(붓꽃속) 붓꽃(각시붓꽃, 금붓꽃, 난장이붓꽃 등),  

꽃창포, 노랑꽃창포, 대청부채
Jasminum sambac
Kalanchoe spp.(카랑코에속) 카랑코에
Labiatae(꿀풀과) Perilla spp.(들깨), Lavandula spp.(라벤더) 

Isodon spp.(방아풀, 산박하)
Lantana spp.
Laurus spp.(월계수속) 월계수
Leguminosae(콩과) 콩, 강낭콩, 완두, 팥, 동부, 녹두, 땅콩
Leptospermum spp.
Leucospermum spp.
Lilium spp.(나리속) 백합, 나리
Limonium spp. 갯질경
Linnaea borealis 린네풀
Malva spp.(아욱속) 아욱
Mangifera indica 망고
Mollugo verticillata 큰석류풀
Oenothera spp.(달맞이꽃속) 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큰달맞이꽃
Orchidaceae(난초과) 난초, 심비디움, 호접란, 천마
Ornithogalum spp.
Oxalis spp.(괭이밥속) 괭이밥, 애기괭이밥, 큰괭이밥
Paeonia spp.
Papaver rhoeas 개양귀비
Pelargonium spp.
Persea spp.
Pistacia vera 피스타치오
Polianthes spp.
Portulaca grandiflora 채송화
Primula spp.(앵초속) 앵초, 돌앵초, 좀설앵초, 설앵초, 큰앵초
Protea spp.
Punica granatum 석류
Quercus spp.(참나무속)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가시나무
Radermachera spp.
Ranunculus spp. 라넌큘러스속
Rhododendron spp.(진달래속) 진달래, (산)철쭉, 참꽃나무, 만병초
Rhus spp.(옻나무속) 붉나무, 옻나무
Rusc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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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꽃노랑총채벌레)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Rosaceae(장미과)

Crataegus spp.(산사), Fragaria spp.(딸기), 
Malus spp.(사과), Prunus spp.(벚나무,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아몬드), Pyrus 
spp.(배), Rosa spp.(장미), Rubus spp.(산딸기)

Salix spp.(버드나무속) 버들
Sandersonia aurantiaca
Schlumbergera spp.
Secale cereale 호밀
Serissa foetida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Shepherdia canadensis
Solanaceae(가지과) 고추, 파프리카, 피망, 가지, 감자, 담배, 토마토
Stellaria spp.(별꽃속) 벼룩나물
Syzygium jambos = Eugenia jambos 로즈애플
Thryptomene spp.
Tibouchina spp.
Trachelium spp.
Tribulus terrestris 남가새
Triticum aestivumm 밀
Tropaeolum majus 한련
Umbelliferae(산형과) 당근, 사상자, 미나리, 고수, 방풍, 참나물, 

천궁, 당귀, 강활
Vaccinium spp.(산앵두나무속) 모새나무, 월귤, 정금나무, 들쭉나무, 

산앵도나무
Verbena spp.(마편초속) 마편초
Veronica spp.(꼬리풀속) 두메투구꽃, 방패꽃, 문모초, 개불알풀
Viburnum spp.(가막살나무속) 아왜나무, 분꽃나무, 가막살나무, 덜꿩

나무, 배암나무, 백당나무, 
Viola tricolor 야생팬지
Vitis spp.(포도나무속) 포도나무, 머루
Yucca spp.(유카속) 실유카
Zantedeschia spp.
Zea mays 옥수수

 ④ 대상병해충 :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Stem nematod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 딸기 생과실 딸기
- 다음의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식물(生植物)의 

뿌리, 줄기, 잎, 꽃
Aizoaceae(Mollugo spp.제외) 석류풀과(번행초과)
Araceae(천남성과) 천남성, 반하, 토란, 곤약, 창포, 석창포
Balsaminaceae(봉선화과) 봉선화, 노랑물봉선화, 물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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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마늘줄기선충)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Bombacaceae(봄박스과)
Bryophyta(선태식물문) 이끼
Cactaceae(선인장과) 선인장
Cornaceae(층층나무과)
 - Aucuba spp.(식나무속 제외)

산딸나무, 층층나무, 말채나무, 산수유, 풀산딸나무
Crassulaceae 돌나물과(꿩의비름과)
Edible fungus[식용균류; Basidiomycota
(담자균문) 및 자낭균문(Ascomycota)] 버섯(팽이, 표고, 목이, 송이, 느타리 등)

Elaeocarpaceae(괭이밥목의 담팔수과)

Ericaceae(진달래과) 진달래, 철쭉, 등대꽃, 홍월귤, 산매자나무, 월귤, 정금나무, 들쭉나무, 산앵도나무
Euphorbiaceae(대극과)
 - Manihot spp. 제외 대극, 포인세티아
Fagaceae(참나무과) 참나무
Gymnospermae(나자식물)

개비자나무과, 금송과, 나한송과, 남양삼나무과, 소나무과, 주목과, 측백나무과, 소철과, 플로리다소철과, 은행나무
Lauraceae(녹나무과) 생강나무, 비목나무, 녹나무, 월계수, 후박나무
Moraceae(뽕나무과) 뽕나무, 꾸지뽕나무, 닥나무, 무화과나무, 인도고무나무, 뽕모시풀
Nymphaeaceae(수련과) 연꽃, 수련
Oleaceae(물푸레나무과)
 - Syringa spp.(수수꽃다리속 제외)

개나리, 광나무, 들메나무, 만리화, 목서, 물푸레나무, 미선나무, 영춘화, 이팝나무, 쥐똥나무, 향선나무
Orchidaceae(난초과) 주머니꽃, 난(초), 천마, 석곡, 심비디움,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호접란)
Palmaceae(야자나무과/종려나무과)
Pandanaceae(판다누스과)
Plantaginaceae(질경이과)
 - Plantago spp.(질경이속) 제외
Potamogetonaceae(가래과)
 - Potamogeton spp. 제외
Pteridophyte
 -Equisetum spp.(속새속) 제외
Pyrus spp.(배나무속) 배나무
Rubiaceae(꼭두서니과)
 - Galium spp. 제외
Saxifragaceae(범의귀과)
 - Hydrangea spp. 제외
Scrophulariaceae(현삼과)
 - Veronica spp. 제외
Sterculiaceae 벽오동과
Urticaceae(쐐기풀과: Urtica spp. 제외)
Violaceae(제비꽃과: Viola spp. 제외)
Vitaceae[포도나무과: Vitis vinifera(포도) 제외)]

  ※ 위에 열거된 식물들은 마늘줄기선충이 없음을 부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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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마늘줄기선충)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의 종자(식용 및 사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는 마늘줄기선충이 없음을 부기해야 함
Allium spp.(부추속)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Beta vulgaris 사탕무
Cucumis melo 멜론
Daucus carota 당근
Dipsacus fullonum 산토끼꽃
Medicago sativa 자주개자리(알팔파)
Phaseolus coccineus 적화강낭콩
Phaseolus vulgaris 덩굴강낭콩
Phlox drummondii 드람불꽃
Pisum sativum 완두(식용 및 사료용은 제외)
Secale cereale 호밀
Spinacea oleracea =Spinacia oleracea 시금치
Trifolium hybridum 선토끼풀
Trifolium pratense 붉은토끼풀
Trifolium repens 토끼풀
Vicia faba 잠두(식용 및 사료용은 제외)

 ⑤ 대상병해충 : 감자썩이선충(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Potato rot nematod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의 지하부 및 부정근
Allium spp.(부추속)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Amaranthus caudatus 줄맨드라미
Angelica sinensis
Anthemis arvensis
Apium graveolens 샐러리악
Arachis spp.(꼬투리 및 종자 포함) 땅콩
Artemisia vulgaris
Barbarea vulgaris
Begonia spp.
Bellis perennis 데이지
Bertoroa incana(십자화과의 일종)
Beta vulgaris 사탕무
Brassica oleracea 야생양배추
Brassica rapa subsp. chinensis = Brassica 
chinensis 배추
Camassia spp.
Camellia sinensis 차나무
Canna spp.(홍초속)
Capsella bursa-pastoris 냉이
Capsicum annuum 고추, 피망, 파프리카
Chenopodium album 흰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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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감자썩이선충)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Chionodoxa spp.
Chloris virgata
Chrysanthemum leuc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국화
Cicer arietinum
Cimicifuga racemosa
Cirsium arvense 캐나다엉겅퀴
Citrullus lanatus 수박
Citrus sinensis 당귤나무
Colchicum spp.
Crocus vernus
Cucumis sativus 오이
Cucurbita moschata 호박
Cucurbita pepo
Cyperus rotundus 향부자
Dahlia spp.(다알리아속)
Datura stramonium 독말풀
Daucus carota 당근
Dianthus spp.(패랭이꽃속) 왕바랭이
Eleusine indica
Elymus repens = Agropyron repens
Erythronium denscanis
Festuca pratensis
Fragaria spp.(땃딸기속)
Fumaria officinalis 서양현호색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Glycine max 콩
Helianthus annuus 해바라기
Hordeum vulgare 보리
Humulus lupulus 호프
Hyacinthus spp.(히아신스속)
Ipomoea batatas 고구마
Iris spp.(붓꽃속)
Lathyrus hirsutus
Lathyrus latifolius
Liatris spicata
Linaria vulgaris 좁은잎해란초
Lycopersicon esculentum 토마토
Lycopsis arvensis
Matricaria inodora = M. perforata
Medicago sativa 알팔파
Melilotus officinalis
Mentha arvensis
Narcissus spp.(수선화속)
Nectaroscord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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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감자썩이선충)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Nicotiana tabacum 담배
Panax ginseng 인삼
Pastinaca sativa 파스닙
Phaseolus vulgaris 덩굴강낭콩
Plantago major

Portulaca spp.

Potentilla anserina

Raphanus sativus 무
Rheum rhaponticum 무장군풀
Rumex spp.(소리쟁이속)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

Sisyrinchium angustifolium 등심붓꽃
Solanum spp.(가지속)

Solidago graminifolia = S. anceolata = 
Euthamia graminifolia

Sonchus spp.

Stachys palustris

Stenotaphrum secundatum

Syringa vulgaris 라일락
Tagetes minuta 청하향초
Taraxacum officnale=Leontoden taraxacum 서양민들레
Tigridia spp.

Trifolium spp.(토끼풀속)

Tripleurospermum maritimum

Triticum aestivum 밀
Tropaeolum polyphyllum

Tulipa spp.(튤립속)

Tussilago farfara

Vicia sativa

Vigna unguiculata= V.sinensis 동부
Xanthium strumarium 도꼬마리
Zea mays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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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대상병해충 : 감자역병 A2 교배형(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Potato late blight A2 Mating Typ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and originate from 
areas free from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부기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상기 병해충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의 줄기, 잎, 싹, 괴경 및 과실
Lycopersicum esculentum 토마토
Solanum spp.(가지속) 감자, 가지

 ⑦ 화상병(Erwinia amylovora, Fire blight)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rwinia amylovora (Burrill) Winslow et al"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식물의 생과실
Amelanchier spp.
Aronia spp.
Chaenomeles spp.
Cotoneaster spp.
Crataegomespilus spp..
Crataegus spp
Cydonia spp.
Dichotomanthes spp.
Docynia spp.
Eriobotrya japonica
Malus spp.
Mespilus spp.
Osteomeles spp.
Peraphyllum spp.
Photinia spp.（Heteromeles spp.）
Prunus spp.
Pyracantha spp.
Pyrus spp.
Raphiolepis spp.
Rubus spp.
Sorbus spp.
Spiraea spp.
Stranvaes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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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Fruit blotch)

(비재식용 식물, 식용 종자 및 과실류)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재식용 식물 또는 종자)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또는 the plants or seeds have undergone an appropriate quarantine treatment 
prior to shipment.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
Benincasa hispida
Citrullus lanatus
Cucumis melo
Cucumis sativus
Cucurbita moschata
Cucurbita pepo

 ⑨ 대상병해충 : 뿌리응애(Rhizoglyphus echinopus Fumouze and Robin; Bulb mite)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종자 제외)
Allium spp.(부추속) 마늘, 달래, 부추, 파, 양파
Arctium lappa 우엉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양배추
Buxus microphylla var. intermedia
Capsicum spp.(고추속) 고추, 파프리카, 피망
Curcuma longa = C. domestica
Dahlia spp.(다알리아속)
Daucus carota var. sativa 당근
Eucharis grandiflora
Freesia spp.(프레에시아속) 프리지아
Gentiana scabra Bunge var. buergeri 용담
Gladiolus spp.(글라디올러스속) 글라디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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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속(뿌리응애)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Gloriosa spp.
Glycine max 콩
Hemerocallis hybrida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종자 제외)
Hippeastrum spp.
Hyacinthus spp.(히야신스속) 히아신스
Ipomoea batatas 고구마
Iris spp.(아이리스속) 아이리스
Lachenalia pendula
Lilium spp.(백합속) 백합, 나리
Narcissus spp.(수선화속) 수선화
Paeonia suffruticosa 모란
Panax spp.(인삼속) 인삼
Pinellia ternata 반하
Pleurotus sajor-caju 및 P. ostreatus 여름느타리, 느타리
Raphanus sativus 무
Secale cereale 호밀
Sinningia spp.
Solanum spp.(가지속) (토마토 제외) 감자, 가지
Tulipa spp.(튤립속) 튤립
Verbena officinalis 마편초
Vicia faba 잠두

 ⑩ 대상병해충 :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Fire blight)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rwinia pyrifoli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만 
도착지검사 결과 상기 병해충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과실, 종자 제외)

Malus domestica var. idared

Pyrus spp.(배나무속) 배나무 묘목, 접수․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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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Plantago asiatica mosaic virus (Potexvirus)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or laboratory tested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Plantago asiaticamosaic virus (Potexvirus)"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재식용으로 이용될 다음 식물(종자 제외)
Lilium spp.,(구근 포함)
Nandina domestica
Plantago asiatica
Primula acaulis
Primula sieboldii

⑫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the plants or plant par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or laboratory tested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위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다음 생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 재식용 목적의 다음의 식물의 지상부 
  (꽃, 종자, 과실 제외)
Abelmoschus esculentus = Hibiscus esculentus
Aconitum spp.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 deliciosa
Alnus glutinosa
Aralia spp.
Arbutus spp.
Betula pendula
Calystegia sepium
Capsicum annuum
Carthamus tinctorius
Centaurea sto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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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Chrysanthemum indicum
Cinnamomum camphora
Citrus spp.
Coffea arabica
Cucumis sativus
Cucurbita spp.
Cyamopsis tetragonoloba
Cydonia oblonga
Dahlia pinnata
Daphne odora
Diospyros kaki
Forsythia intermedia
Fortunella spp
Fragaria vesca
Glycine max
Hibiscus spp.
Hordeum vulgare
Juglans regia
Lablab purpureus
Ligustrum ovalifolium
Litchi chinensis
Magnolia spp.
Mangifera indica
Malus domestica
Mucuna pruriens
Musa paradisiaca
Nerium oleander
Nicotiana tabacum
Olea europaea
Oryza sativa
Passiflora edulis
Persea americana
Phaseolus coccineus
Phaseolus lunatus



- 188 -

- 계 속(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대 상 식 물 품 목 예 시
Phaseolus vulgaris

Philadelphus spp.

Pinus radiata

Piper nigrum

Pisum sativum

Populus spp.

Prunus spp.

Pyrus spp.

Rhododendron spp.

Rosa spp.

Salix spp.

Solanum betaceum = Cyphomandra betacea

Solanum lycopersicum = Lycopersium esculentum

Sorghum bicolor

Triticum aestivum

Vernicia fordii = Aleurites fordii

Vicia spp.

Vigna spp.

Vitis spp.

Zea mays

- 다음 식물의 재식용 종자
Cyamopsis tetragonoloba

Glycine max

Lablab purpureus

Oryza sativa

Phaseolus coccineus

Phaseolus lunatus

Phaseolus vulgaris

Sorghum bicolor

Triticum aestivum

Vicia spp.

Vign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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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대만의 금지병해충(56종)

1. Rice hoja blanca virus (Tenuivirus)
2. Rice dwarf virus (Phytoreovirus)
3. Rice stem nematode (Ditylenchus angustus Butler)
4. West Indian sweet potato weevil (Euscepes postfasciatus Fairmaire)
5. Burrowing nematode (Radopholus similis (Cobb) Thorne; R. citrophilus Huettel, 

Dickson & Kaplan)
6. Citrus psorosis virus (Ophiovirus)
7. African greening of citrus (Candidatus Liberibacter africanus Garnier et al.)
8. Stem pitting strains of Citrus tristeza virus (Closterovirus)
9. Citrus blight
10. Stubborn disease of citrus (Spiroplasma citri)
11. Citrus cachexia viroid
12. Vein enation disease
13. Impietratura disease (virus)
14. Leaf curl disease (virus)
15. Satsuma dwarf virus (Sadwavirus)
16. Cristacortis viroid
17. Ringspot disease
18. Citrus drywilt (Phoma tracheiphila Petri)
19. Fiji disease virus (Fijivirus)
20. Sugarcane bacilliform virus (Badnavirus)
21. Sugarcane streak virus (Mastrevirus)
22. Sugarcane grassy shoot phytoplasma
23. Sugarcan Gumming disease (Xanthomonas axonopodis pv. vasculorum (Cobb) Vauterin 

et al. and Xanthomonas vasicola pv. vasculorum (Cobb) Vauterin et al.) (Formerly 
Xanthomonas campestris pv. vasculorum (Cobb) Dye)

24. Lethal yellowing phytoplasma
25. Coconut tinangaja viroid (Cocadviroid)
26. Coconut cadang-cadang viroid (Cocadviroid)
27. Roxana disease (virus)
28. Moko disease (Ralstonia solanacearum (Smith) Yabuuchi et al. Race 2)

(Formerly Pseudomonas solanacearum (Smith) Smith Ra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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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nama disease, Banana fusarial wilt (Fusarium oxysporum f. sp. cubense (E.F. Smith) 
Snyd. & Hans. Race 2 & Race 3)

30. 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Wiedemann))
31. Q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i (Froggatt))
32. Potato wart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f) Per.)
33. Golden nematode (Globodera rostochiensis Wr.)
34. Tobacco blue mold (Peronospora tabacina Adam.)
35. Mango seed weevil (Sternochetus mangiferae (Fabricius))
36. Chinese citrus fly (Bactrocera minax (Enderlein))
37. Peach fruit fly (Bactrocera zonata (Saunders))
38. Cucurbit fly (Dacus ciliatus Loew)
39. Guava fruit fly (Bactrocera correcta (Bezzi))
40. Carambola fruit fly (Bactrocera carambolae Drew & Hancock)
41. Papaya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Drew & Hancock)
42. Bactrocera philippinensis Drew & Hancock
43. Bactrocera caryeae (Kapoor)
44. Bactrocera kandiensis Drew & Hancock
45. Bactrocera pyrifoliae Drew & Hancock
46. Banana bract mosaic virus (Potyvirus)
47. Banana streak virus (Badnavirus)
48. 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49. Mango weevil (Sternochetus frigidus (Fabricius) = Cryptorrhynchus gravis (Fabricius))
50.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i Matsumura= C. niponensis Walsingham)
51. Phytophthora ramorum Werres, De Cock & Man in't Veld
52.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Burrill) Winslow et al.)
53. Mexican fruit fly (Anastrepha ludens (Loew))
54. West Indian fruit fly (Anastrepha obliqua Macquart = A. mombinpraeoptans Sein)
55. South American fruit fly (Anastrepha fraterculus (Wiedemann))
56. Black fruit fly (Anastrepha serpentina Wied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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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종자류에 대한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고추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이  란
Pepper mild mottle virus 모자이크병(고추)

 Colletotrichum capsici

 Tomato black ring virus

말레이시아
Tomato streak virus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Arabis mosaic virus -

방글라데시 Chilli mosaic virus -

Anthranenose(Colletotrichum dematium) 탄저병(고추)

인  도

Pepper mild mosaic virus 모자이크병(고추)
Pepper mild mottle virus

Peronospora hyoscyami sp. tabacina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Tomato black ring virus -

Bacterial scab(Xanthomonas vesicatoria)
관련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pepperviruses viz. 

mild mosaic and mild mottle, Tomato ring spot virus and 
Tomato black ring virus 

예  멘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궤양병(고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Phytopthora capsi
역병

(가지,고추,수박 등)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시들음병(토마토)

Colletotrichum cocodes 탄저병(가지,고추 등)

Tomato bushy stunt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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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프랑스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Pepino mosiac virus -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이태리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Pepino mosiac virus -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체  코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Pepino mosiac virus -

방글라데시

Tomato canker caused by Deplodine lycopersici -

Bacterial canker caused by Corynebacterium michiganensis
관련 : Corynebacterium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궤양병(고추)

Tomato bunchy top or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남아공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시들음병(토마토)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Tomato black ring virus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이  란
 Didymella lycopersici 궤양병(고추)

 Tomato black ring virus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Arabis mosaic virus -

모리셔스

Pseudomonas syringe pv. tomato -

Xanthomonas vesicatoria
관련 :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Clavibacter michiganesis sub sp. michiganesis 궤양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Tomato bushy stunt virus -

Pepino mosiac virus -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Tomato black ring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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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a) Bacterial canker(Clavibacter michiganesis subsp. michiganensis) 궤양병(고추)

b) Bacterial leaf spot(Pseudomonas syringe pv. tomato) -

c) Bacterial pustule(Pseudomonas syringe pv. punctulens) -

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e) Peronospora hyoscyami pv. tubacina -

f) Phoma andigena -

g) Verticillium albo-atrum
반쪽시들음병(감자,참

깨,토마토,국화)

i) Pepino mosiac virus -

j) Tomato aspermy virus 모자이크병(국화)

k) Tomato black ring virus -

l) Tomato bushy stunt virus -

m) Tomato ring spot virus 둥근반점병(백합)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i) to m)

예  멘

Clavibacter michiganensis subsp. michiganensis 궤양병(고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 세균성점무늬병(고추)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걀쭉병(감자)

Phytopthora capsi 역병(가지,고추,수박 등)

Fusarium oxysporium f.sp.lycopersici Race Ⅲ 시들음병(토마토)

Colletotrichum cocodes 탄저병(가지,고추 등)

Tomato bushy stunt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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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a) Bacterial fruit blotch(Acidovorax avenue sub sp. citrulli) 과실썩음병(수박)

b) Angular leaf spot(Pseudomonas syringe pv. lachrymans)
세균성점무늬병

(오이,호박)

c) Soft rot(Xanthomonas melonis) -

d)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cucumber mosaic virus 2

관련 : Water mosaic virus

모자이크병
(박,수박,오이,참외,호박)

e) Verticillium albo-atrum
반쪽시들음병

(감자,참깨,토마토,국화)

f)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 SPL CON -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Watermelon viruses viz. chlorotic stunt, curly mottle,
mosaic virus, Verticillium albo-atrum,Squash mosaic virus

이  란
 Alternaria cucumerina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수박,오이,참외,호박)

예  멘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세균성점무늬병

(오이,호박)

Colletotrichum lagenarium(=Colletotrichum orbiculare)
탄저병

(오이,수박,참외,호박)

모리셔스

Acidovorax avenae sub sp. citrulli 과실썩음병(수박)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세균성점무늬병

(오이,호박)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Xanthomonas melonis -

대  만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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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Fusarium oxysporum f. sp. cucumerinum(Fusarial wilts) 덩굴쪼김병(오이)

Phomopsis sclerotoides(Black spot) -

Septoria cucurbitarum(Septoria leaf spot) -

Verticillium albo-atrum
반쪽시들음병

(감자,참깨,토마토,국화)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ucumber 

seed-bone virus and squash mosaic virus

-

이  란
Cucumber leaf spot virus

Arabis mosaic virus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수박,오이,참외,호박)

방글라데시
Black stem rot caused by Mycosphaerella melonis
관련 :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수박,오이,참외,호박)

Cucumber mosaic virus -

대  만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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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Arabis mosaic virus(hop barebine)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모리셔스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세균성점무늬병(오이,호박)

Squash mosaic virus 모자이크병(호박)

Acidovorax avenae sub sp. citrulli 과실썩음병(수박)

이  란 Arabis mosaic nepo virus -

이스라엘 acidovorax avenea
관련 : Acidovorox avenae subsp. citrulli

과실썩음병(호박)

예  멘
Squash mosaic comovirus -

Pseudomonas syringe pv. lacrymans 세균성점무늬병(오이,호박)

Colletotrichum lagenarium(=Colletotrichum orbiculare) 탄저병(오이,수박,참외,호박)

대  만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당근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Bacterial blight(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
Carrot viruses(mottle dwarf, red leaf and yellow leaf) -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arrot 

viruses 

모리셔스
Xanthomonas hortorum pv. carotae -
Alternaria dauci 검은잎마름병(당근)
Carrot Viruses(mottle, red leaf and yellow leaf) --

칠  레 Xanthomonas campestris pv. carot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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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 양배추 ․ 청경채 ․ 꽃양배추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bacterial leaf spot)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Black rot)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Leptosphaeria maculans(black leg) 검은뿌리썩음병(양배추)

Pseudomonas viridiflava(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b) Crop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 free from Cucumber 

seed-bone virus and squash mosaic virus

모리셔스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배추, 양배추)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Leptosphaeria maculans(양배추) 검은뿌리썩음병(양배추)

Pseudomonas viridiflava(양배추, 청경채)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예  멘

Alternaria brassicae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Alternaria brassicicola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Phoma lingam 뿌리썩음병(배추,양배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인도네시아

Pseudomonas syringae pv. maculicola(배추) 세균성검은무늬병(무,배추)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e(배추) 세균성갈색점무늬병(콩,팥 등)

Turnip mosaic potyvirus(=Turnip mosaic poty virus)(배추) 모자이크병(갓, 무, 배추 등)

※ 인도네시아 정부(IAQA)에서 사전에 발급하는 수입허가서에 기재된 병해충 목록 확인 
필요 (발급 지역, 수출자 정보에 따라 요구하는 병해충 목록이 상이할 수 있음)

 양파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이  란 Aphelenchoides fragariae

대  만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마늘줄기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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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인  도

Pseudomonas viridiflava(bacterial leaf blight of tomato)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Pleosporum herbarum

 Radish mosaic virus

* SPL CON
  a) Free from qurantine weeds seed

모리셔스

Alternaria japonica 검은무늬병(유채,무,배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Pseudomonas viridiflava

세균성검은무늬병(토마토)
세균성부패병(양배추)

세균성썩음병(상추),무름병
(당근,고추)

세균성갈색줄무늬병(배추)

스리랑카 Lettce mosaic virus 모자이크병(상추)

예  멘

Alternaria brassicae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Alternaria brassicicola 검은무늬병((무,양배추,배추)

Phoma lingam 뿌리썩음병(배추,양배추)

Xanthomonas campestris pv. campestris 검은썩음병(무,배추,양배추)

 메론종자
수입국 무감염증명 대상 병해충 일 반 명(기주)

이  란
Melon necrotic spot virus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수박,오이,참외,

호박)

대  만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Ditylenchus dipsaci (Kuhn) Filipjev.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 재배지검역 사항 부기(“The plants or seed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during growing season and found free from~) 

꽃노랑총채벌레
마늘줄기선충
과실썩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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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19년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현황
(단위 : M/T)

품  목 수출국 단지수
(개소)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선과장수
(개소)

수출계획
(톤/A)

‘19수출량
(톤/B)

증감
(B/A)

배

미 국 13 1,318 1,576 16 16,210 11,259.4
대 만 76 1,872 2,271.5 74 12,714.2 10,042.8
캐나다 5 81 98.3 5 449 402.1
호 주 4 58 47.5 4 330 217.6

멕시코 2 11 7 2 57.5 -

브라질 4 26 26 4 136 20.5

아르헨티나 2 12 10.2 2 100 -

페 루 2 43 66.8 2 27.5 7.8

태 국 20 192 173.5 7 647 157

소 계 128 3,613 4,276.8 116 30,671.2 22,107.2 72%

사 과

대 만 17 638 378.1 17 2,126 1,158.3

미 국 1 18 24 1 50 29.8

태 국 8 26 0.2 1 10 11.4

소 계 26 682 402.3 19 2,186 1,199.5 55%

포 도

미 국 5 200 97.2 5 619 270.4
캐나다 8 202 125.4 8 657 109.8

호  주 3 32 23.1 3 127 33

뉴질랜드 5 55 35.2 5 168 45.8

중 국 15 394 203.8 15 950 295.6

태 국 13 122 337.7 13 284 46.4

소 계 49 1,005 822.4 49 2,805 801 29%

단 감
미 국 1 11 35.5 1 - - -
태 국 7 137 213.5 7 427 260.4
소 계 8 148 249 8 427 260.4 61%

감 귤

미  국 8 142 94 8 704 432.1

필리핀 5 - - 5 - -

태 국 2 29 1 2 3 1.2

소 계 15 171 95 15 707 433.3 61%

복숭아
대 만 1 12 5.9 1 30 -

태 국 7 57 23 7 15 8.1

소 계 8 69 28.9 8 45 8.1 18%

딸 기

캐나다 5 15 3.4 5 35 27.2

베트남 41 349 116 41 752.5 548.1

호 주 2 4 0.9 2 0.4 -

태 국 35 437 162.9 35 611.5 693.1

소계 83 805 283.2 83 1,399.4 1,268.4 91%

토마토 베트남 2 4 2.5 2 20 -
참 외 태국 1 2 - - - - 신규

합 계 320 6,499 6,160.21 323 38,260.1 26,077.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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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수출식물검역 체계도

검사신청

재배지 검사신청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No 수입국
재배지 검사요구

재배지 검사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재배지 검사
합격증 발행

수출식물 검사신청

수 출 검 사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할 때

합격증명서(PC) 발급 불합격 통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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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식물검역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

  ❍ 3개부(동물질병관리․식물검역․동식물위생연구부), 22개과, 6개 
지역본부, 22개 사무소

  ❍ 식물검역부 조직(4개과) 및 과별 주요 역할
식 물 검 역 부

식물검역과 수출지원과 위험관리과 식물방제과 기술개발센터
○수입식물검역
  기획 조정
○법령 제도 운영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수사
○검역관 자격
  관리,교육,홍보
○업무계획 수립, 

심사평가
○식물검역 인사, 

예산

○수입식물검역
  기획 조정
○수출관련 법령 

제도 운영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요건 설정
○현지검역관 파견
○해외 식물검역
  정보 수집 분석

○식물병해충 
  및 잡초 정밀

검역 관리
○위험분석 및 
  관리기준 설정
○규제병해충,
  잡초 지정
○GMO 국경검역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지원
○병해충 정보 관리

○외 래 병 해 충 , 
잡초 예찰, 역학
조사 및 방제

○소독기술개발 
  및 기준 설정
○소독현장 및 
  업체 안전관리
○격리재배검역
  업무 총괄
○수입금지품
  허가 관리

○식물검역기술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운영
○병해충 분류
  동정 기술개발
○병해충, 소독 
  관련 연구
○격리재배포장 

관리 및 검역

지 역 본 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영    남
지역본부

중    부
지역본부

서    울
지역본부

호    남
지역본부

제    주
지역본부

사무소
※( )는 수의 
관련 사무소

김해공항
부산신항
대    구
양    산
창    원
구    미
울    산
신 선 대
김    해

예찰방제센터

평    택
천    안
청    주
의    왕
(용인)

예찰방제센터

김포공항
속    초

광    양
광    주
무안공항
전    주

제주공항
예찰방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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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명칭, 연락처 및 관할구역
 ① 지역본부

명  칭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인천공항지역
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민원실: 

032-740-2086)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옹진군 북도
면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민원실: 

051-600-628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민원실: 

032-722-8266)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
옹진국북도면 제외), 경기도(고양시･구리시･김포시･
남 양 주 시 ･ 동 두 천 시 ･ 부 천 시 ･ 성 남 시 ･ 양 주 시 ･
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식물검역과: 

02-2650-0644)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
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 강원도

호남지역본부
전라북도 군산시

(식물검역과: 
063-460-9454)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민원실: 
064-728-5400)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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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무소
명  칭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영남
지역
본부

김해공항사무소 부산광역시
(051-971-048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강동동･대저1동 및 대저
2동, 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 및 도요리 제외)

부산신항사무소 부산광역시
(051-606-52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 경
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 

신선대사무소 부산광역시
(051-627-451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용당동, 수영구･해운
대구 및 기장군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053-230-702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산시･영천시･포항시･
고령군
･성주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청도군･청
송군

구미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054-462-3873)

경상북도 중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
영주시
･의성군･예천군･봉화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052-257-9297)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및 삼동면은 제외), 경
상북도 경주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055-981-5420)

경상남도 중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응동1동･응동2동･웅천동은 제외)･거창군･
고성군･남해군
･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및 
합천군

김해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055-335-0210)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양산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055-372-1771)

경상남도 중 양산시·밀양시 및 울산광역시 중 삼
남면·
삼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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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대표전화) 관할구역

중부
지역
본부

의왕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031-462-0581)

경기도 중 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시흥시･수
원시･
안산시･안성시･안양시･용인시･이천시･의왕시 및 여주
군

평택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031-8053-7705)

경기도 중 오산시･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
산시 
대산읍 및 당진군

청주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043-273-0586) 충청북도

천안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041-558-1778)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당진군 및 
서산시 대산읍은 제외)

서울
지역
본부

김포공항사무소 서울시김포공항
(02-2664-3844)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경기도 고양
시 및 김포시

속초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033-635-9125)

강원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구군·양양군 및 
인제군 

호남
지역
본부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062-975-607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곡성군･담양군･
영광군
･완도군･장성군･장흥군･해남군 및 화순군

무안공항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061-452-6796)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ㆍ영암군･함평군 
및 진도군

전주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063-247-9961)

전라북도 남원시･전주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및 진안군

광양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4915)

전라남도 중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구례군 
및 보성군

제주
지역
본부

제주공항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064-746-2460)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국제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