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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1호
식물방역법 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제37조･제37조의2에 따른 식물류의 수출 검역을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정 2010. 8.27.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0호
개정 2012. 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0호
개정 2012. 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89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5.11.1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4호
개정 2016. 9.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92호
개정 2017.11.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44호
개정 2018.11.1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31호
개정 2019.10.2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
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이란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
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우
려병해충 감염 및 금지품 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실험실정밀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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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수출
검역신청서, 가공공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재배지검역”이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따라 식물의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⑥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검역신청)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②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
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
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
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
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 등 검역신청
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
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되, 수
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지 않고 소량인 경우
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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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8조의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동 가공품목 및 서류검역 대상물
품에 대한 수출검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된 물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
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검역 만으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서류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방법」 별표 1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전에 검
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이 고시 별표3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전
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려는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상대국 우
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입국 식물검역기관 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역은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역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
부장이 정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④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
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현장검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⑤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수출검역은 별표 4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이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양국 간의 합의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식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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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국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소독처리,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등 부기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③ 수출검역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학명의
경우 여러 가지 식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학명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학명 기재란에 “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기재한다.
④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신청서별로 2부를 발급하여 그 중 1부는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 보관한다.
⑤ 수출검역증명서는 현장검역 출장시 식물검역관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재내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가 2부 이상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의 여백에 수령자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발급한다.
⑧ 수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검역증명서의 택배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택배로 송부하고 보관용 수출검역증명서 여백에 “택배(상호)”라고 기재한다.
⑨ 수입국이 특정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
예) 해당 식물은 재배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는 수출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
예) 해당 식물은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병해충 학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수출품목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를 부기할 수 있다.
4. 재배지검역 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분포하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부기사항은 해당 요건을 따른다.
⑩ 수출자가 수출검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 또는 등록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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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오기 수정,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되 새로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이 증명서는 ○년○월○일자로 발급한 증명서(번호포함)를 대체
함(This certificate is to supercede the certificate No.____ on dd/m
m/yy)”이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관련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2. 수출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출장 등으로 당초 검역한 식물검역관에 의한 발
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출검역업무 담당주무 또는 동 주무의 직속상급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3. 특정사항에 대한 부기가 누락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역결
과의 내용 또는 제9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⑪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의 위조 또는 도용(盜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화물의 컨테이너번
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⑫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
나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
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검역결과 대상식물을 불합격 처리한 때에는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2부를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하고 전산시스템의 합격수량은 불합격수량(반송)으로
수정하여 등록한다.

제6조(재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였거나(중계무역의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수입통관된 후 재수출되는 식물 등이 검역결과 수입국의 요
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장, 분할, 조합 또는
재포장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Place of origin) 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
gin)을 표기한다.
2. 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식물 본래의 형태나 특성이 변하도
록 가공된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
(Place of origin)란에는 생산국(Country of origin)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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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관되지 않은 수입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자가 제3국으로 반송하고자 재
수출검역을 요청하는 때에는 검역을 실시하고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
한 경우에 한해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인공 번식된 CITES 대상식물의 증명 등)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
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1. 선인장과(Cactaceae)
2. 소철과(Cycadaceae)
3. 알로에속(Aloe spp.)
4. 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
halaenopsis spp.)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①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
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
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검역 대상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수출자가 사전에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
전검역 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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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
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 수출 식물
2. 제5조제12항에 따라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
명서를 발급하는 물품

제11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
은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수출식물검역)
①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른 수출식물의 검역은 근무시간 외
(이하 “시간 외”라 한다)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실시의 여
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간 외 또는 공휴일의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에 상시적으로 수출검역이 이루어지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는
월단위로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 시점부터 일몰 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장소가 조명 및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창고 등으로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출검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휴일의 식물검역은 수출 화물의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검역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생산지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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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배지검역 요령
1. 재배지검역 신청
가.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는
제8조에 따라 특정 유해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
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호가목에 따라 적정시기에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
지검역 대상 병해충의 검역시기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재배지검역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배지검역이 가능한 예상 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특정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 시기나 횟수 등이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명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라. 가목에 따른 재배지검역을 신청하는 자는 검역단위(품목별･품종별･재배자
별･재배지별 등)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수입국이 재배지 관리에 관
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방법
가. 재배지검역은 검역단위(품목별･품종별･재배자별･재배지별 등)별로 구분하여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1) 현장검역
① 검역시기 및 검역횟수: 개화전･후 또는 해당 병해충의 발현이 높다고 판
단되는 시기에 1회 실시하며, 특정병해충이 2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발
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발현시기별로 각 1회 실시한다. 다만,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다음의 예와 같이 검역시기 및 횟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 검역한다.
예) “수출전 3개월 동안에 최소 월 1회 이상의 공식적인 재배지검역이 실
시되어야 하고 국화 흰녹병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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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역방법: 수입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
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① 실험실 정밀검역의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다.
나.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재배지검역신청인이
이병주 제거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을 조건으로 재검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이후 1회에 한하여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배지검역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3. 재배지검역 결과처리
가. 식물검역관은 제2호에 따라 검역한 결과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를 재배지검역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동일한 재배지에 신청인이 추가된 경우, 재배지검역을 생략하고 기존의 재
배지검역합격증명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
나.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종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재배지검역신청인에게 서면･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종자의 관리
가. 수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종자를 수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
호서식의 재배지별종자생산내역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목의 재배지별종자생산
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하여 포장(包裝)단위별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을 날인하고 수출자로 하여금 병해충에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다. 수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종자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는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종자의 보관장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배지검
역 합격종자 출고대장을 비치하고 수출 시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 없이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는 경
우에는 관리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출고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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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종자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자가 재배지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종자의 이동을 요청하
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
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종자생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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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
1. 사전검역 신청
가. 수출예정종자에 대하여 사전에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당해 종자의 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역
가.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신청서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사
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역한다.
1) 보관장소가 당해 수출예정종자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2) 신청서에 기재된 더미 번호 별로 구분적재 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전검역 결과조치
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전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
하고 보관관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 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합격한 때에는 검역종료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4. 사전검역 종자의 관리 및 점검
가. 사전검역 합격증명서를 받은 자는 사전검역 합격된 종자의 관리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당해 종자가 수출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장소에
더미 번호별로 구분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더미별로 별지 제10호 서
식에 의한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사
전검역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전검역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의 보관･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제3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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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때에는 수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합격을 취소한다.
1)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2)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전검역 합격증명서의 유효기간
사전검역 합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6. 사전검역 종자의 수출검역
가. 사전검역 합격증명을 받은 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 합격증명서’ 및 ‘사
전검역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장소를 관할
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청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역을 근거로 수출검역은 생략하고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7. 사전검역에 불합격된 종자의 재검역
사전검역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소독을 하거나 품목별, 품종별, 생산자별 또는
생산지별로 선별한 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역신청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재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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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
구 분

대 상 식 물

가 공 상 태

메주가루, 옥수수가루
분말류

버섯가루, 부침가루

분말상태로 가공된 것

스테비아가루, 밀가루
건우엉, 건도라지, 무말랭이,
건채류

건고구마줄기, 건혼합채소

열풍건조 후 밀봉포장된 것

건토란대, 건취나물, 건가지

자체 훈증소독 후 비닐포장 및

특작류

엽연초

냉동류

냉동토마토, 냉동유자

영하 17.8℃이하로 냉동된 것

해조류

건조 김, 건미역, 건다시마

건조 후 밀봉포장된 것

절임류

유자청, 염장다시마

오일류

마늘오일

식물류를 압착하여 짠 기름

잡화류

원사, 솜

목화솜을 가공한 것

목재류

베니어판(합판)

베니어 형태로 가공한 널빤지

골판지상자로 이중포장된 것

설탕 또는 소금에 절인 후 밀봉
포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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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수출검역요령
1. 적용대상 및 목적
가. 이 요령은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차량 및 기계류(이하
“차량·기계류”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라 차량·기계류의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세척처리
가. 수입국에서 차량·기계류에 세척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차량·기계류의
내부 및 외부에 흙, 병해충, 잡초종자, 식물성 잔재물 등이 없도록 세척하
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세척을 완료한 이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세척처리 이후, 수출자는 차량·기계류가 수출되기 이전까지 흙, 병해충, 잡
초종자, 식물성 잔재물 등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독처리
가. 수입국에서 차량·기계류에 소독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수출입식물방
제업자가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방법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수입국이
특정한 소독처리기준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
규정」 소독처리기준(T500-5.가.)을 적용한다.
다. 소독처리 이후, 수출자는 차량·기계류가 수출되기 이전까지 병해충에 재감
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출검역 신청
가. 수출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3조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증명서에 소독처리사항을 부기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농림축산
검역본부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
작업결과서를 검역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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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검역증명서에 세척사항을 부기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별지 제 13호서
식의 세척증명서를 검역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수출검역
가.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4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재소독 및 재세척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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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휴대 수출식물 검역대장

○ 검역일자 :

년

월

일

○ 검 역 관 : 성 명(코드번호)

서명

(

)

결

(

)

재

(

)

수출자
번호 선(편)명
성명

주) 본 서식은 횡 서식임

18

검역
주소 수출국 식물명 단위 수량
(또는
생년월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불합격
사 유

합격증표
번호

01.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

EXPORTS/RE-EXPORTS
FLORA
Appendix Species Description Quantity Country of Number of ex Country of Purpose Source Remarks
destination port permit or origin of re
re-export certi -export
ficate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Cactaceae(선인장과)
Cycadaceae(소철과)
Aloe spp(알로에속)
Orchidaceae(난초과)
※ 아래 세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엑셀문서로 작성
[참고사항 : 세부 작성요령]
□ 보고서 양식 상단에 표본이 속한 분류군의 명칭을 기재하고, 분류군이 다른 경우에는 표를
바꾸거나 구분하여 기재
① Appendix(부속서) : 부속서 Ⅱ를 표시
② Species(종)
○ 알파벳순으로 기재
○ 학명 표기시 속명(genus name)은 첫글자만 영문 대문자로 기재
- 사향노루, Moshus(속명) moshiferus(종명)
○ 속명 등 상위 분류명(higher taxa name)만으로 실제 거래되는 종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속명(genus)＋종명(species) 혹은 속명(genus)＋종명(species)＋아종(s
ubspecies)을 기재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난초류(orchid) : 부속서Ⅱ에 속한 인공 재배종의 경우에는 결의문 Conf.11.17에 의거
종명(species)까지 표기하며, 이러한 어려운 경우에는 속명(genus)을 기재하되, 야생과
인공재배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③ Description(표본상태)
○ 「붙임」 1항에 제시된 표기약어에 따라 표본의 상태를 기재하되, 제시되지 않은 표본
상태일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기재도 가능함
※ 동 표기상태의 기재내용을 허가서(CITES permit)에서 반드시 똑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서상 표기상태의 기재는 가능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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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Quantity(수량)
○ 「붙임」 1항에 제시된 표본의 적정한 형태에 따라 개수, 질량, 무게, 표면적, 용적 등
제시된 표기약어에 따라 기재
○ 표기 단위는 가능한 “권장단위(Preferred unit)를 사용하되, 대체가능 단위(Alter
native unit)도 사용할 수 있음
※ 권장단위, 대체가능단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미터단위를 표시할 것. 단위
가 표기되지 않을 경우 「그램(g)」단위 거래가 「킬로그램(㎏)」단위로 오해될 수 있음
- 상자(boxes, cartons) 또는 짐짝(bales) 같은 비표준 단위기록은 불가
⑤, ⑦ Country of export/origin/destination(수출국/원산지/수입국)
○ ISO 국가코드에 따라 영문 대문자로 기재, 「붙임」 4항의 국가코드(Country Code) 참고
⑥ Permit or Certificate number(허가서 또는 증명서 번호)
○ 수출/재수출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허가번호(증명서번호)를 기재
※ 주의 : 수입국의 허가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됨
⑧ Purpose(거래목적)
○ 「붙임」 2항에 제시된 코드에 따라 기재, 거래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목적
란을 공란으로 두고 비고(remarks)란에 설명을 기재
⑨ Source(표본 출처)
○ 「붙임」 3항에 제시된 코드에 따라 표본 취득 당시의 상태 또는 표본이 취득된 출처를
기재
⑩ Remarks(비고)
○ 어떤 항을 공란으로 두었을 때 이를 설명하거나, 다른 항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
용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가급적 기재 요망
- 공란이 된 항의 설명 (예 : 원산지 국가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 분별 표시(Identification markings, 예: tag 또는 링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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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본의 상태 및 수량단위
단 위 Unit
표본상태
Description

표기약어
Code

설
명
Explanation

culture

CUL

no. of flasks,
etc

graft rootst
ock

GRS

no.

live

LIV

no.

kg

살아있는 동･식물

leaf

LVS

kg

no.

잎

root

ROO

no.

kg

뿌리, 구근, 괴경 등

seed

SEE

kg

stem

STE

no.

kg

식물줄기

whole

WHO

kg

no.

죽거나 살아 있는 동･식물 전체

권장단위
대체가능단위
Preferred unit Alternative unit

인공 재배된 식물의 배양체
(culture)
접목한 식물

씨앗, 종자

※ 단위(Unit)
g = grams
kg = kilograms
l

= liters

㎤ = cubic centimeters
㎖ = milliliters
m = meters
㎡ = square meters
㎥ = cubic meters
no.= number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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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목적(Purpose of trade)
코드 (Code)

설 명 (Description)

M

생약연구용

G

식물원용

B

인공사육, 인공재배용

Q

서커스와 순회전시용

T

상업/거래용

E

교육용

L

압류물/집행용(법원에서 증거, 교육용 표본 등)

H

사냥기념물

P

개인용품

N

야생으로 방생, 되돌려 보냄

S

과학연구용

Z

동물원용

3. 표본 출처(Source of specimens)
코드(Code)

22

설 명(Description)

D

협약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된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 되어 번식된
부속서Ⅰ에 포함된 동물종,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번식된 부속서Ⅰ에 포함된
식물종(그 부분 및 파생물 포함)

A

협약 제7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수출되고, 총회 결의문 9.19(a)에 의하여
인공 번식된 식물(artificially propagated plant), 그 부분 및 파생물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번식된 부속서Ⅰ종과 부속서Ⅱ,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

01.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4. 국가코드(Country Code)
Code
AF
AL
DZ
AS
AD
AO
AI
AQ
AG
AR
AM
AW
AU
AT
AZ
BS
BH
BD
BB
BY
BE
BZ
BJ
BM
BT
BO
BA
BW
BV
BR
IO
VG
BN
BG
BF
BI
KH
CM
CA
CV
KY
CF
TD

Name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merican Samoa
Andorra
Angola
Anguilla
Antarctic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rub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ermuda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ouvet Island
Brazil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ape Verde
Cayman Islands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de
CL
CN
CX
CC
CO
KM
CG
CK
CR
CI
HR
CU
CY
CZ
KP
CD
DK
DJ
DM
DO
TP
EC
EG
SV
GQ
ER
EE
ET
FK
FO
FJ
FI
FR
GF
PF
TF
GA
GM
GE
DE
GH
GI
GR

Name
Chile
China
Christmas Island
Cocos (Keeling) Islands
Colombia
Comoros
Congo
Cook Islands
Costa Rica
Cote d'l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Falkland Islands (Malvinas)
Faroe Islands
Fiji
Finland
France
French Guiana
French Polynesia
French Southern Territories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ibraltar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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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24

Name

Code

Name

GL

Greenland

LT

Lithuania

GD

Grenada

LU

Luxembourg

GP

Guadeloupe

MO

Macau

GU

Guam

MG

Madagascar

GT

Guatemala

MW

Malawi

GN

Guinea

MY

Malaysia

GW

Guinea-Bissau

MV

Maldives

GY

Guyana

ML

Mali

HT

Haiti

MT

Malta

HM

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MH

Marshall Islands

VA

Holy See

MQ

Martinique

HN

Honduras

MR

Mauritania

HK

Hong Kong

MU

Mauritius

HU

Hungary

YT

Mayotte

IS

Iceland

MX

Mexico

IN

India

FM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ID

Indonesia

MD

Moldova, Republic of

IR

Iran (Islamic Republic of)

MC

Monaco

IQ

Iraq

MN

Mongolia

IE

Ireland

MS

Montserrat

IL

Israel

MA

Morocco

IT

Italy

MZ

Mozambique

JM

Jamaica

MM

Myanmar

JP

Japan

NA

Namibia

JO

Jordan

NR

Nauru

KZ

Kazakhstan

NP

Nepal

KE

Kenya

NL

Netherlands

KI

Kiribati

AN

Netherlands Antilles

KW

Kuwait

NT

Neutral Zone

KG

Kyrgyzstan

NC

New Caledonia

LA

Lac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Z

New Zealand

LV

Latvia

NU

Niue

LB

Lebanon

NF

Norfolk Island

LS

Lesotho

MP

Northern Mariana Islands

LR

Liberia

NO

Norway

LY

Libyan Arab Jamahiriya

OM

Oman

LI

Liechtenstein

PK

Pakistan

01.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Code

Name

Code

Name

PW

Palau

SD

Sudan

PA

Panama

SR

Suriname

PG

Papua New Guinea

SJ

Svalbard and Jan Mayen Islands

PY

Paraguay

SZ

Swaziland

PE

Peru

SE

Sweden

PH

Phillippines

CH

Switzerland

PN

Pitcairn Islands

SY

Syrian Arab Republic

PL

Poland

TW

Taiwan, Province of China

PT

Portugal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PR

Puerto rico

TG

Togo

QA

Qatar

TK

Tokelau

KR

Republic of Korea

TO

Tonga

RE

Reunion

TT

Trinidad and Tobago

RO

Romania

TM

Tunisia

RU

Russian Federation

TR

Turkey

RW

Rwanda

TM

Turkmenistan

SH

Saint Helena and Dependencies

TC

Turks and Caicos Islands

KN

Saint Kitto and Nevis

GV

Tuvalu

LC

Saint lucia

UM

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PM

Saint Pierre and Miquelon

UG

Uganda

VC

Saint Vincent & the Grenadines

UA

Ukraine

WS

Samoa

AE

United Arab Emirates

SM

San Marino

GB

United Kingdom

ST

Sao Tome and Principe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A

Saudi Arabia

US

United States of America

SN

Senegal

UY

Uruguay

SC

Seychelles

UZ

Uzbekistan

SL

Sierra Leone

VY

Vanuatu

SG

Singapore

VE

Venezuela

SK

Siovakia

VN

Viet Nam

SI

Slovenia

VI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SB

Solomon Islands

WF

Wallis and Futuna Islands

SO

Somalia

EH

Western Sahara

ZA

South Africa

YE

Yemen

G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ZM

Zambia

ES

Spain

ZW

Zimbabwe

LK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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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재배지검역신청서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청
인

수입국의

국가명

식물명(학명)

부기대상 병해충명(학명)

검역요건

재배지
정보

재배자

재배면적(㎡)

검역희망일

생산예산량

주 소

식물방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식물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붙임 1. 수입국 검역요건 사본 1부(별첨)
2. 재배지정보 목록(재배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1부(별첨)

년

월

일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26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01.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별지 제4호서식]

재배지검역결과서
검역상황
재배자

재배면적
(㎡)

검역결과

식물명
(학명)

생산
예상량

수입국
우려병해충

감염율
(%)

판정
결과

계

검역일자 :

검역관 : 식물검역관

.

.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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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신청인

재배자

증명
내용

재배면적
(㎡)

식물명
(학명)

생산
예상량

검역결과

수출국

제5조제8항의 기재사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증명 내용

식물방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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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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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식물명
(품종)

재배지
번 호

재배자

면적
(㎡)

주소

년

월

필지수

비고

일

제 출 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량
(kg)

지역본부(

(서명 또는 인)
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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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재배지검역 합격 종자 출고대장
○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발급기관, 번호 및 일자 :
○ 보관책임자 :
(단위 : kg)

품명(품종)

30

생산량
(A)

수출일자

수출국

수출량
(B)

잔

량

(A-B)

식물검역관
확인일자

서명

01.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한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신청서

수출자

5일

성 명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보관창고 주소
더미 번호

식물명
(품종명)

수입국

수량(kg)

포장수

표식

수출 예정 기간

상기 수출용 종자에 대하여 사전검역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에 추가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사본 1부.(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종자에 한함)
년

월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유의사항
- ‘수입국’이라 함은 수출상대국을 말한다.
- ‘품종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 ‘더미’는 검역받고자 하는 식물명별(품종명별)･수입국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더미 번호’란에는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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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 합격증명서
성 명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수출자
지정 보관장소
더미 번호

식물명
(품종명)

수출 상대국

수량(kg)

포장수

비 고

상기 식물은 사전검역결과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

사무소)장

* 조치 사항
- 상기물품은 지정된 보관장소에 구분적재하고 해당 더미에는 표찰(별지 제10호 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사전검역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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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사전검역 합격증명서 번호

더미 번호

식 물 명
(품종명)

수 출 국

kg

(

)

포장수

(

)

합격수량
(더미 수량)

출고일자

잔

량

kg

포장수

※ 기재방법
- 하나의 더미 번호에 속하는 물품을 여러 개의 더미로 나누어 적재한 경우에는 ‘해당 더미
번호-1’, ‘해당 더미 번호-2’와 같이 ‘더미 번호’란에 일련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고 당해 더
미별 수량은 합격 수량란의 (

)안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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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사전검역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
○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 합격증명서 번호 :
○ 보관책임자 :
(단위 : kg)
더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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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수량

수출국

수출(출고)
일자

수량

식물검역관
잔량

확인일자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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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기재방법
가. No. 식물검역합격증표 발급 일련번호 기재
나. 품명: 수출식물 등의 품명 기재
다. 수량: 수출식물 등의 수량 기재
라. 합격증인 내-상단:

년

월

일을 기재

마. 합격증인 내-하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코드 표시
예시) 김해공항사무소의 코드가 35인 경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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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세척증명서(CERTIFICATE OF CLEANING)
본인(수출자)은, 아래의 기계류 및 차량의 내·외부가 완전히 세척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The exporter) certify the machinery and vehicles listed below have been thoroughly clea
ned externally and internally.

화물정보(DESCRIPTION OF CONSIGNMENT)
수출자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수하인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원산지(Place of origin) :
도착항(Declared point of entry) :
품명(Name of product) :
수량(Quantity of product) :

세척정보(DESCRIPTION OF CLEANING)
세척일시(Cleaning date) :
세척회사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cleaning company) :
추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 :
세척자 성명(Name of cleaner) :

서명(Signature) :

본인(수출자)은 상기 언급된 기계류 및 차량의 수입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I (The exporter) acknowledg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ny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import inspection on the machinery or vehicles listed above lies with the exporter.

수출자 성명(Name of ex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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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39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5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1999.10.1,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17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80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6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5호
개정 2019.6.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9호

제1조(일반조건) 본 요령에 규정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에 의한 재배지검역과 수
출검역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식물위생증명서 상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조(식물검역증명서상의 부기) 식물검역증명서 상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야 한다.
1. 사과
"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anceolatisetae,
Tetranychus

lilium,

Bryobia

repensi,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Cenopalpus
pruni,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m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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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는 혹
병(Nectria galligena)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
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
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from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nom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 the
area free from Nectria galligena and Monilinia fructicola.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
2. 배
"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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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 가지
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혹병(Nectria

gall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등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
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
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
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
"The

Republic

Brevipalpus

of

Korea

chilensis,

is

free

Cenopalpus

from

Erwinia

lanceolatisetae,

amylovora,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pacific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inopinata,
produced

and
in

zonate,

Rhagoletis

the

area

Choristoneura
pomonella.

free

from

This

Erwinia

rosaceana,

Cydia

consignment
pyrifolae,

was

Nectria

galligena, Monilinia fructicola and Alternaria gaisen.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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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역절차) ① 본 검역 원칙은 150박스 표본추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
게 하는 경우 검역대상이 200상자∼2000상자(또는 그 이상)일 때 그 검역
대상 화물이 2% 또는 그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 상태를 발
견할 수 있는 신뢰수준이 95%임을 의미한다.
② 검역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출 예정 화물(단위)의 상자 수를 확인하고, 상자 수를 150으로 나누어
그 몫을 표본추출 간격으로 한다.
2. 1에서 13 사이에서 하나의 수를 임의적으로 선택한 후 이 숫자에 1.에서
계산된 표본추출 간격을 더하여 검역할 첫 번째 상자의 숫자를 구한다.
3. 2.에서 계산된 첫 번째 상자의 숫자에 1.에서 계산된 표본추출 간격을
더해서 두 번째 검역할 상자의 숫자를 구한다. 표본추출 간격에 두 번째
상자의 숫자를 더하여 세 번째 상자의 숫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150
상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4. 2000 상자인 경우의 예 :
2000박스 ÷ 150 = 13 (몫인 13이 표본추출 간격이 된다)
검역할 첫 번째 상자 : 1에서 13까지의 어떤 수를 선택한다. 예: 9
검역할 두 번째 상자 : 9 + 13 = 22
검역할 세 번째 상자 : 22 + 13 = 35 등
③ 표본추출 수량(150상자)의 모든 과실이 검역되어야 한다.
④ 검역된 과실이 이 문서에 게기된 검역병해충에 오염/감염될 경우, 화물
(단위)은 불합격조치된다.

제4조(수입검역) 화물 도착시 2%의 샘플을 추출하여 각 박스별로 의심이 가는
과실을 검역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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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2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2.3.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66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9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8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1호
개정 2019.6.2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 ① 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
실(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이하 ‘포도’라 한다)을 대상
으로 한다.
② “식용 포도”라 함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줄기, 잎, 뿌리 등을 제외한 포도의
송이만을 말한다.

제3조(포도 병해충) ① 뉴질랜드가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우려병해충과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별표1.과 같다.
② “우려병해충”이라 함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
가되어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③ “검역병해충”이라 함은 수출검역 및 도착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역조치를 취해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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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수원 및 시설등록) ① 뉴질랜드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별
지 제1호서식의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지역본부”라 한
다)에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본부는 제6조의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③ 지역본부는 신규 선과장의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뉴질랜드 수출
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시설의 변경 및 소유자 변경 등 재발급 사유
의 발생시 원본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는 매년 등록된 과수원(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
출농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선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를 소독 하고자하는 시설은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는 매년 선과개시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과수원 및 선
과장 목록”을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수원 요건) ①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
충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및 경
종적방제를 포함한다.
④ 화학적방제는 저항성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물학적
방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과수원에서는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에는 재배
기간 중 사용된 약제이름,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과수원에서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⑧ 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
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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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등록된 모든 과수원은 제11조에 따라 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과장의 요건) ①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 및
소독시설은 출입구 및 창문에 에어커튼,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는 포장 후 또는 수출검역 후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격리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에는 포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과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선과장에는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및 수출검역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선과장에는 선과전문가의 병해충 검사를 위한 확대경 등 적절한 검사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⑥ 선과장에서는 사과식초트랩, 사과식초와인트랩 등을 이용하여 선과장내의
벗초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선과장은 선과기간에는 뉴질랜드 수출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의 선과 후에는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선과장 대표는 1인 이상 선과전문가를 지정하고, 선과전문가는 매년 별
표1의 우려병해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수원 및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는 등록이 취소된 선과장의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봉지 씌우기)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 봉지는 방수 및 방광(rain and light proof) 재질이어야 한다.
③ 봉지는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벗기지 않아야 한다.
④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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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찰트랩조사)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생산지역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절차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트
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의 절차에
따라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훈증소독) ① 본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봉지씌우기, 선과
전문가의 선과검사 등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②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소독은 아래 표1에 나열된 소독처리 기준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1.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 기준
약제농도

처리시간

처리온도

32g/㎥

2시간

22℃ 및 그 이상

40g/㎥

2시간

17-22℃

48g/㎥

2시간

12-17℃

③ 소독은 전체 공간(챔버 또는 천막)에 대하여 화물 용적이 50%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④ 소독 처리시설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화물의 생산지(생산 과수원)
나. “뉴질랜드” 표지 및 다른 화물과의 격리
다. 처리절차, 처리화물에 대한 일련번호
라. 소독처리 기록
마. 소독장비에 대한 보정, 보정주기, 보정 처리자
바. 소독 후 안전조치 사항
사. 소독처리 화물과 미 처리 화물의 분리보관 여부
아. 장치(Loading) 및 관리감독 상황
⑤ 소독처리 기록이 소독처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지역본
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독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⑥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화물은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⑦ 소독이 중단된 이후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확인되면 소독을 재개
할 수 있으며, 재개 시점부터 기록장치로부터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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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 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소독처리 방법은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⑨ 소독처리 기록은 식물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뉴질랜드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지역본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과실 생성기부터 봉
지를 제거하기 이전까지 매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잎과 과실을 포함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별표1의 우려병해
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증상이 발견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차응애(Tetranichus kanzawai)의 경우 5% 이상(잎 샘플 100개 중 5개
이상 감염) 감염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약제방제 등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과)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
되지 않은 과실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기형과실, 물리적 피해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및 송이속
잔가지, 잡초종자,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선과전문가는 선과가 진행되는 동안 확대경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별
표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과전문가는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총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
무늬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귤깍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뉴질랜
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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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합격된 화물 및 잔재물 등은 신속하게 제거되어 수출용 화물과 분리되
어야 한다.
⑥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 및 라벨링) ①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포장재는 깨끗하고, 생리
적으로 활성이 없는 물질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가. 선과장 등록번호
나. 과수원 등록번호
다. 선과일자

제15조(보관, 운송 및 선적) ① 뉴질랜드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
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은 소독처리 되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의 출입문은 선적 절차가 준비될 때 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③ 선과 및 소독이 완료된 포도는 보관창고로 이동시에 재감염 또는 오염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컨테이너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환기구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수출검역 샘플링 기준 (단위: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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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단위의 규모

샘플 수량

0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1 또는 그 이상

450
520
550
560
57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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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
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공하
여야 한다.

제17조(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①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모든 요건이 효과적으로 이행
되었다고 확인되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의 발견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는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과수원 등록번호
나. 선과장 등록번호
다. 컨테이너 봉인번호
라. 부기사항
(i)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phalus
Drosophila
auriferella,

dictyospermi,

suzukii,

Conogethes

punctiferalis,

fructigena,

Stathmopoda

Monilini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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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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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
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마.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③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나누어지거나 포장이 변경된 경우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제공) ① 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파
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도착지 검역) ① 뉴질랜드 도착항에서는 뉴질랜드 검역관 만이 봉인을
개방할 수 있다.
②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③ 화물이 도착하면 뉴질랜드 농림부는 “뉴질랜드의 생과실 및 채소류 수입
검역 기준”에 따라 샘플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병해충이나 식물체의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포장에 부착되었을 경우와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재선별
나. 소독처리(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다. 재수출(반송)
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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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출의 일시적 중단(수출 전 특별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⑤ 수출의 중단조치는 검출된 병해충의 중요도에 따라 과수원, 선과장, 지역
또는 국가단위로 중단될 수 있다.
⑥ 수출의 중단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의 이행이 확인
될 때 까지 계속된다.

제21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수출검역 및 재배지검역에서 별표1.의 목록에 나
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는 협의를
통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규제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요건의 재검토) ① 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면 뉴질랜드는 동
등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벗초파리에 대한 무발생 증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뉴질랜드에 제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
라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년간 벗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으면 뉴
질랜드는 벗초파리 무발생 지역 인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본부 고시 제2012-99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9-42호, 2019.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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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목록
구 분

학 명

일 반 명

Guignardia bidwellii

검은썩음병

3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3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a

Chysomphalus dictyospermi

귤깍지벌레

2a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2a

Drosophilia suzukii

벗초파리

2a

Stathmopoda auriferella

열매꼭지나방

2a

Thrips palmi

오이총채벌레

2a

Tetranichus kanzawai

차응애

2a

Pestalotiopsis menezesiana

잎마름병

2

Pilidella diplodiella

흰빛썩음병

2

Apolygus lucorum

초록장님노린재

2

Apolygus spinolae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2

Aspidiotus destructor

유리깍지벌레

2

Diaphania indica

목화바둑명나방

2

Eupoecilia ambiguella

버찌가는잎말이나방

2

검 역

Harmonia axyridis

무당벌레

2

병해충

Nippoptilia vitis

포도애털날개나방

2

Orthotylus flavosparsus

명아주장님노린재

2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2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2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2

Scitothrips dorsalis

볼록총채벌레

2

Sparganothis pilleriana

도깨비잎말이나방

2

Thrips hawaiiensis

하와이총채벌레

2

우 려
병해충

※ 병해충 등급별 도착지 검출 시 조치사항
등급 1. : 혼입물 제거 - 흙 또는 식물의 일부분
등급 2. : 소독, 재선별, 재수출 또는 폐기
등급 2a.: 소독,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등급 3. :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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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검역대,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용량(톤)

비

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및 참여농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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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 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뉴질랜드 수
출용 포도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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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등록대장


지역본부(

선과장 등 록 선과
코드번호 년월일 품목

사무소)
선과장명

소재지
선과
소유자명
(전화번호)
전문가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비고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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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포도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뉴질랜드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번호주)

농가명

과수원주소

소 :
재배시설

온실번호

종 류

면 적

비 고

주) 코드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8

03.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5호서식]
※ 가로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

월)

품 명 :

수출국명 : 뉴질랜드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
번호

농
가
명

재배 봉지 검역
면적 씌운 일자
(㎡) 일자

소 :

재배지검역 결과주1)
병해충발생상황
우려
병해충

관리
병해충

병해충명

병해충명

(발생정도) (발생정도)

병해충
관리상황

방제기록

적합 또는

처리일자, 약제명,

부적합

처리농도, 처리자

검
역
관

기타주2)

주1) 재배지검역 결과 : 발생정도는 상, 중, 하 또는 (차응애의 경우)%로 작성
주2) 기타사항 : 재배지검역결과 조치사항, 잡초방제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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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수출국명 : 뉴질랜드)
과수원
등록번호

생산지역
(관할구역)

생산자명

선과장
등록번호

관할구역

선과장명

과 수 원 주 소

주

소

면적(ha)

규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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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3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7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정 1999.10.1.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1999-19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9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7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3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77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3호

제1조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뉴질랜드 생물안전법(Biosecutiry Act 1993)에
따른 수입검역 요령 없이는 뉴질랜드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일차산
업부에 의해 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탐지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된다.

제2조 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
1. 신선 과일/채소의 범위에는 소비용 신선 과일 및 채소가 포함된다.
2.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로서 합성 및 비활성 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1. 수출 전 요령
가. 화물에 대한 검역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뉴질랜드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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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규정한 규제병해충〔별표1〕에 화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화물에 대한 배양시험
한국산 배의 수출검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다. 문서
1) 식물검역증명서 : 요구(필요)
2) 수입허가/승인 : 정부 고시(AG12, 1995.7.13)에 따라 면제
라. 식물검역증명
1)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
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3) 한국산 배는;
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나)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2〕를 하여야 하며,
다) Carposina sasakii, Monil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또는
라) Carposina sasakii, Monil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
마.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내용
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
역증명서에 제3조.1.라.3)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부기해야 한다.
2. 수송 요령
가. 한국산 배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하여야 한다.
나. 포장은 수송 중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도중에 제3
국에서 화물이 저장되거나 재분류되거나 포장을 바꿀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송

수단이 바뀔 때에는 화물이 본 상태로 유지

되었고 원래의 수송컨테이너에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3. 도착지 검역
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도착 시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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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95% 신뢰도로서 한 화물에서 육안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0.5% 단위(한국산 배의 경우, 과실 1개) 이상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해당 더미에서 600
단위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한다.
4. 생물안전/검역 명령
화물은 필요시 소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규제병해충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수석식물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한국산 배에 대한
규제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6. 병해충 발견시 조치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의 조치가 취
해질 것이다.
가. 위험도 1 검역병해충
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
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
3) 화물의 반송
4) 화물의 폐기
나. 위험도 2 검역병해충
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
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
2) 화물의 반송
3) 화물의 폐기
다. 위험도 3 검역병해충
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
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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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염물질
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반송 또는 폐기
된다.
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7. 검역 통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된 경우에는 합격
처리 된다.
8. 비준수의 사후처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53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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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한국산 배의 병해충 목록
1. 위험도 3 검역병해충 - 없음
2. 위험도 2 검역병해충
･ carposina sasakii, Tetranychus kanzawai, Monilinia fructigena(Monilia

fructigena)

3. 위험도 1 검역병해충
(1) 해충
･

Rhynchites
fermoralis,

foveipennis,
arpophilus

Rhynchites
chalybeus,

heros,

Aulacophora

Ectinohoplia

rufipes,

Gastroserica similis, Holotrichia diomphalia, holotrichta morosa,
holotrichia titanis, Halyomorpha mista, Homalogonia obtusa,
Nezara anternata, Plautia stali, Urochela leuteovaria, Urostylis
westwoodi,

Aleurocanthus

Ceroplastes

rubens,

spiniferus,

Hyalopterus

Lepidosaphes

pruni,

conchiformioides,

Lepidosaphes tubulorum, Parlatoria proteus, Parlatoria theae,
Pseudanidia duplex, Psedaulacaspis pentagona, Aphanostigma
iakusuiense,
Phenacoccus

Crisicoccus matsumotoi, Dysmicoccus wistariae,
aceris,

Planococcus

l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Cacopsylla jukyungi, Cacopsylla pyricola, Cacopsylla
pyrisuga,

Hoplocampa

Gastropacha

quercifolia,

coreana,
Phyllodesma

Spulerina

astaurota,

japonica,

Celastrina

argiolus, Orgyia antiqua, Orgyia thyellina, Acronicta intermedia,
Adris tyrannus amurensis, Amphipyra pyramidea, Calyptra lata,
Calyptra

thalictri,

Catocala

agitatrix,

Catocala

fulminea,

Eudocima fullonia, Lagoptera juno, Oraesia emarginato, Oraesia
excavata,

Orthosia

carnipennis,

Serrodes

campana,

Telorta

divergens, Stathmopoda masinissa, Eumeta minuscula, Mahasena
aurea,

Conobathra

bifidella,

Conogethes

punctiferalis,
67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Ectomyelois pyrivorella, Eurhodope hollandella, Nephopteryx
bicolorella,

Adoxophyes

orana,

Ancyclis

selenana,

Archips

asiaticus,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crataeganus, Archips
fuscocupreamus, Archips ingentamus, Archips nigricaudamus,
Archips

xylosteamus,

glycinivorella,

Hoshinoa

Pandemis

longicellana,

cerasana,

Leguminivora

Pandemis

dumetana,

Pandemis heparana, Ptycholoma initator, Ptycholomal lecheana,
Sparganothis

pilleriana,

ocellana,

Tortrix

Viminia

rumicis,

Spilonota

sinapina,

Arcuate

Argyresthia

lechriaspis,
corella,

conjugella,

Spilonota

Bambalina

Rhagades

sp.

pruni,

Holochlora japonica, Rhabdiopteryx nohirae, Epitrimerus pyri,
Teranychus viennensis
(2) 병균
･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Venturia nash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Phomopsis fukushii, Alternaria ga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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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무발생 국가”) 유지를 위한 조치
1. 범 위
･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은 MPI 규정집 158.03.07: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서의 과실파리 무발생예찰을 위한 설명 및 Dr Barney Stephenson이 '99년
6월에 관찰한 체계에 의함
･ 한국을 “무발생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령 : 현재('99년 기준) 한국 농림
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실파리 예찰체계.

2. 지역의 정의
･ 본 〔별표2〕는 첨부에 기재된 위험도 3에 해당하는 검역병해충의 과실파리에
대해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 적용된다.

3. 상품 확인
･ 뉴질랜드로 수출될 본〔별표2〕에 의해 기술된 모든 상품의 화물은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상품 안정성
･ 뉴질랜드로 수출될 본 〔별표2〕에 의해 기술된 상품의 안전성은 1997 IPPC의
제4조 2(g)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 본 〔별표2〕에 적용되는 상품
･ Korean Pear (Pyrus pyr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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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실파리 종류
Anastrepha fraterculus, A. luden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A.

suspensa,

Bactrocera

aquilonis,

B.

carambolae,

B.

cucumis, B. cucurbitae, B. curvipennis, B. dorsalis, B. facialis, B.
frauenfeldi, B. jarvisi, B. kirki, B. latifrons, B. melanotus, B.
neohumeralis, B. papayae, B. passiflorae, B. philippinensis, B. psidii,
B. trilineola, B. trivialis, B. tryoni, B. xanthodes, B. zonata, Ceratitis
capitata, C. rosa, Rhagoletus pomo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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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95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제정 2006.2.2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 2호
개정 2008.8. 6.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 6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 21호
개정 2009.7. 6.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 33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 82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57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92호
개정 2012.4.2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2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 91호
개정 2016. 3.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63호
개정 2016.10.1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95호

1. 과수원 요건
가. 대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 C. niponensis)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하게 실
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대만 수출 사과, 배 및
복숭아의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출검역요건 교육 대
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촌진흥청(이하 “RDA”라 한다.) 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73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동식물
방역검역국(이하 “BAPHIQ”라 한다.) 식물검역관에게 이 병해충 방제력을
제공한다.
다. 대만 수출용 배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BAPHIQ 식물검역관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
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
다음의 요령에 따라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지도사가 전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 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예찰트랩 종류 및 설치
(가) 트랩종류 : Z7-20-11Kt 유인제와 끈끈이 판이 부착된 Delta trap
또는 Wing trap
(나) 설치시기 : 5월 31일까지
(다) 설치장소 : 기주 과실나무
(라) 설치높이 : 지상에서 1.5m
(마) 설치개소 : 과수원 면적 기준 매 ha당 1개소(1ha 미만인 경우에는
1ha로 계산)
(2) 조사기간 및 간격
(가) 조사기간 :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나) 조사간격 : 조사기간 중 2주 간격
(3) 조사방법 : 예찰트랩에 부착된 복숭아심식나방 개체 수 조사
(4) 유인제 및 끈끈이 판 교체
(가) 유인제 : 2개월 단위
(나) 끈끈이 판 : 2주 간격
(5) 전담 지도사는 예찰사항을 예찰트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
하고, 예찰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통
보하여야 한다. 또한 예찰결과 1개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농가에 예찰결과와 방제방법을 통보
하고, 인근 수출농가에도 방제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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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사항 및 예찰결과 복숭아심식나방 검
출 및 방제조치를 통보받아 추가 방제를 실시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전담 지도사는 농가의 방제기록부를 수
시 확인하는 등 기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수출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 선과장에 제공하여 BAPHIQ 식물검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선과장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농가 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배농가 대표, 수출업체, 선과장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
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배농가의 행정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선과장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수출농가로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장과 지역본부 또는 사
무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과장과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수
출농가 등록대장을 선과장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아. 배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 생과실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와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농가 등록을 하고도
최근 2년간 대만 수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않은 농가를 수출농가 등록대장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관할 지역본
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5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2. 재배지검역
가.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일전, 복숭아는 수확 10일전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별
지 제5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농가별 재배지검역 계획을 수립하고 식물검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
회하에 과실 수확 전까지 재배지검역을 완료해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지검역을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다. 재배지검역은 과수원별로 엑스(X)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본추출 방법 : 과수원 면적 기준
○ 1ha 이하 : 10주, 주당 20과(무작위), 총 200개 과실
○ 1ha 초과 1.5ha 이하 : 15주, 주당 20과, 총 300개 과실
○ 1.5ha 초과 2ha 이하 : 20주, 주당 20과, 총 400개 과실
○ 2ha 초과 시 매 0.5ha마다 5주, 100개의 과실을 추가
(2) 표본으로 추출된 과실에 대해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를 육안 또는
절개하여 검사한다.
(3) 해충 발견 시 현장에서 분류동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라.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
록이 없는 과수원 및 제1호마목의 예찰요건을 위반한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재배지검역을 중단한다.
마. 재배지검역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복숭아심식나
방이 발견되었거나 “라”항에 해당하는 과수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연도에는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 선과장 요건
가. 선과장 승인
(1) 대만 수출용 생과실을 선별･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
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을 통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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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간
이후 승인된 선과장이 시설이 보완되거나 선과장을 신축한 경우 추가
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
면 해당 선과장이 제1호사목･아목･자목과 제3호나목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2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조사 결과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만 수출 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코드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선과장 구비요건
(1) 모든 과실은 수확시점부터 선과기간 동안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
창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
장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격리 보관을 위하
여 2개 이상의 저장실이 있어야 한다.
(2) 5월부터 10월 중에 선과작업을 하는 선과장에는 방충시설(선과장의
창문 및 환기구에는 직경 1.6mm 이하의 망, 출입구에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선과장에는 병해충 감염과실 선별을 위한 검사대, 병해충 제거장치 및
집진시설, 조명시설 등 생과실 선별시설과 식물검역관 전용검사대 및
봉지를 벗기는 격리된 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지상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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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과장 내 비(非)페로몬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사실을 선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과장 승인취소
(1)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선과장이 별표1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되어 수출 선과장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은 선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승인 취소된 선과장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
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고 대책에 따라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확인 결과 해당 선과장에 대한 승
인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에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한다.
라. 선과절차
(1)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연도 선과시작 1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한 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만 수출용 과실을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때
에는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완전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3) 선과장의 선과 전문가는 대만 수출용 배 생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되기
전에 봉지 씌운 상태를 확인하여 봉지가 개봉, 파손 또는 제거된 과실
은 선과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식물검역관은 부적합한 과실이 선과
장에서 발견되면 이를 수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단, 매년 11월
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
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
하고 기록대장을 선과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선과장은 매일 선과 및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청결상태가 유지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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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일몰 후에는 선과, 포장
작업 및 컨테이너 적재작업 등 선과관련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
(6)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7) 선과장은 선별된 과실을 별도의 용기에 수거하여 매일 폐기･소각하여
야 한다.
(8) 선과장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선과 1일 전까지 선과계획(품목 및
품종, 선과기간, 선과예상량, 수출량, 수출회사 등)을 제출하고, 매일 선
과가 끝난 직후에는 당일 선과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
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의 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서류 보관
선과장은 다음의 과수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
며,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전담 지도사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 예찰기록부 사본
(2) 수출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부 사본
(3)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4)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등록대장
(5) 대만 수출선과장 승인서
(6)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
(7) 대만 수출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
(8)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 대장
바. 포장재 요건
(1)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
되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Name of Fruit

Name of Fruit

Code No. of

Name of

Packing House

또는

Packing House

(2)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
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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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과장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과실 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과실 상자를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3) 검역이 완료된 과실이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과실과 함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아. 포장이 완료된 과실을 다른 수출 선과장으로 이송 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의 승인후 이루어져야 하며 선과장간에 이
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및 포장되고 포장재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함
(2) 운송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
(3) 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간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에게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통지하여 서로 확인
(4) 수출검역은 최종 수출 선과장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선과장별 코드번호와 포장수량을 표기

4.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요건
가. 매년 현지조사 1개월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배, 사과 및 복숭아의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BAPHIQ에
요청하여야 한다.
나. BAPHIQ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아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BAPHIQ가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던 동일한 품목
(2) 지난 시즌 수출 및 수입 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
되지 않았고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품목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현지조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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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초청 서신에는 제3호가목의 선과장 목록이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추가된 선과장 목록을 지체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5. 수출검역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역은 제4호에 의한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한다.
나. 식물검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검역단위(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의
로 추출하여 상자 내 모든 과실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
수량은 필요시 증가될 수 있다.
라.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과실은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복숭아심식
나방 이외의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에
대해서만 불합격 처리한다.
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
당 선과장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
37조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과실의 검역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코드번호-승인번호, 검역일자
: 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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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사. 검역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6. 수송 중 안전 요건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
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7. 대만의 수입검역
가.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가 첨부
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라. BAPHIQ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
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
어야 한다.

8. 수출중단 및 재개
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만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중에 1회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역을 중단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중단 조치일 이전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대만의 수입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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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제7호다목 및 라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BAPHIQ에 조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BAPHIQ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
담한다.
마. 수출중단 조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
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검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
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
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
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
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조치
하고 제8호가목 내지 제8호마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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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취소 요건
1. 선과장이 제3호나목의 요건에 미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정･불법수출에 관련된 경우
3. 대만 생과실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목의 수출검역요건 위반 사항이 식물
검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나. 수출용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 대만 수출용 과실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을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하거나 격리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라.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원･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 선과장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바. 과실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운송시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지 않고 이송한 경우
4. 수출용 포장상자에 대한 표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대만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여 안전성관
리기관이 취소를 요청한 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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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 과수원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기록부
 농 가 명 :

(전화번호 :

)

 재배지주소 :
 과원면적 :㎡
 트랩설치 :년

월

일

 예찰 및 조치사항
예찰내역
조사일자(월/일)

조사자명

방제통보일자
유인개체수(형태/마리)

(월/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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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기록부
 농 가 명 :

(전화번호 :

)

 재배지주소 :
 과원면적 :㎡
 방제상황
○ 봉지씌운 일자 :

년

월

일(배 재배농가에 한함)

○ 약제방제
일련번호

방제일자(월/일)

방제 약제명

비고

※ "비고" 란에는 전담지도사로부터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상황을 통보받은 날짜 등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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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현황
 선과장명 :

(영문명 :

)

 소 재 지 :

(영문명 :

)

(영문명 :

)

 소 유 자 :
일련
번호

농가명
(전화번호)

(인)
선과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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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등록대장
 선과장명 :

(영문명 :

)

 소 재 지 :

(영문명 :

)

 소유자 :

(인)

 전담지도사 :
○ 소속 :

시/군

일련

농가명

번호

(전화번호)

품 목

과

재배지 주소

(영문명 :

)

(영문명 :

)

(전화번호:

)

재배면적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1년전

2년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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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신청서

성 명

선과장명

신 청 인
주 소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예상량(톤)

수확예정일자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사과･복숭아)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인)

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재배지검역 신청 농가 현황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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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신청 현황
일련
번호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수확예정일
(월/일)

수출예상량
(kg)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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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대장
 선과장명 :
 주소 :

(전화번호 :

)

 소유자 :
 검역결과
검역결과
농가명

재배면적
(㎡)

검역일자
(월/일)

포장관리
상
태

복숭아심식나방
발견유무(형태/개체수)

검역관

※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포장관리 상
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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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선과장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소 유 자 :
 검역결과
농가명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검역일자

(㎡)

(월/일)

불합격사유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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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대만 수출선과장 승인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5월~10월
선과 여부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선과실시
검역조명
장치 유무

선과
전문가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영문)

성

성

소
명

명

(전화 :
(국문)

(국문)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

생년월일

(영문)

면적(㎡)

수용량

비고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
(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국문)

주
소 유 자

선과미실시

)년산

) 생과실의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일
(인)

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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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대만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선과장 등록
코드번호 일자

지역본부(

선과
선과장명
품목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선과
총면적
비고
전문가명
(㎡)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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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대만 수출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코드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5월~10월
선과 여부

선과 과실명
선과실시

선과미실시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
(

)년산

) 생과실의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

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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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

-

호

선과 전문가 교육수료증
선과장명 :
주

소 :

성

명 :

위 사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에

서 실시한 대만수출용 생과실 선과전문가 교육을 수료하
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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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대만 수출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
□ 선과장명 :
선과포장일자
(월/일)

예찰시간

조사자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유무(형태/개체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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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대장
 선과장명 :
 선과전문가 :
농가명

배봉지
제거일자

배봉지
제거량
(Box)

선과장
반입일

선과장
반입량
(Box)

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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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대만 수출용 생과실의 선과장간 이동 통보서
□ 수 신 :

지역본부(

사무소)장

선과장명

출발선과장

코드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전화 :

)

소

선과장명

도착선과장

대 표 자
(연 락 처)
주

품

코드번호

(전화 :

)

소
수

목

량

kg

(포 장 수)
병해충방지

차량번호

조치방법

출발예정일시

(

C/T,

Palet)

□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
□ 밀폐된 운송수단

도착예정일시

위와같이 대만 수출용 생과실의 승인된 선과장간 이동을 통보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

확

인

자

출발 선과장
직 급 :
성 명 :

사무소)장

도착 선과장
직 급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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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계획서
 농가명 :
 재배지 :
 재배면적 :
 등록 선과장 :
 수출계획량 :

본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대만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에
제시된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상기 수출선과장을 통하여 대만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수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만으로 생과실 수출을 하지 않거나 수출검역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대만 수출농가등록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일

농가명

(인)

대만 수출선과장 소유자(관리인)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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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No.

년도) 대만 사과･배･복숭아 수출검역요건 교육대장
선과장명

농가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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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참다래 생
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9. 12. 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7호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대만측 우려 검역병해충) 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래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우려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2.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3.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4. 꼭지썩음병(Diaporthe actinidiae)

제3조(선과장 등록) ① 대만으로 참다래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자는 선과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농림
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
지 제1호서식]의 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은 제5조의 선과장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수출과수원 재배농가는 제4조의 이행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4조 및 제5조 이행사항의
수행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
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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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6월말까지 농
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이행사항) ① 수출과수원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
야 하며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 재배농가는 제2조의 대만측 우려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약제 농도 등)을 보
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수출과수원 이행사항을 점검하
고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장 이행사항) ① 선과장은 검역관이 검역, 병해충 분류 및 기타 필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장소, 관련 기구 및 장비,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그림설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매 년 선과 작업 개시 전, 선과장 운영자는 선과장 내 검역 병해충 제거를
위해 적절한 병해충 방제 조치를 실시한다. 필요 시, 선과장 청결을 위해 소
독을 실시한다.
③ 선과장에는 검역 병해충에 감염된 참다래를 선별할 수 있고 대만 수출용
참다래의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책임자를 최소 한 명 두어
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 기록과 관련 정보는 현지 조사를 위해 선과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④ 선과장은 포괄적인 관리작업 매뉴얼과 포장기록을 구비해야 한다.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또는 선과장 내에서 처리될
경우, 반드시 대만 수출용 참다래와 적절히 구역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해
당 참다래와 대만 수출용 참다래 포장은 동시에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
다. 다만, [별표1]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
용 참다래와 동시에 선과를 수행할 수 있다. 포장 기록은 현지 조사를 위해
1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⑤ 대만 수출용 참다래의 경우, 포장 작업은 선과장에서 수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참다래를 분
류 및 선별하고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 및 기타 식물 잔여물이 부착
되거나 피해과, 기형과 또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과라고 의심되는 과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버려진 과실은 매일 뚜껑을 덮은 용기에 넣고 버리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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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만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할 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역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 검역본부는 매년 8월 말 전, BAPHIQ에 선과장 등록 번호, 이름 및 주소
목록을 제공한다.

제7조(포장상자 요건) 대만 수출용 참다래 각 포장 박스는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① 참다래 수출 검역 작업은 선과장 안에서 실시한다. 포장된
과실은 한국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고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번호 라벨
이 부착된 포장 박스에 넣었는지 확인한다. 검역 완료 된 샘플은 각 검사단
위별 포장의 최소 2% 이어야 한다.
② 검역 도중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검사단위의 화물은
대만으로 수출할 수 없다.

제9조(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참다래 화물
에 대해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Kiwifruits
from Korea to Taiwan” (“이 화물은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었음”)

제10조(제3의 국가 또는 지역경유) 대만 수출 참다래를 제3의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대만의 규정인
“특정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 또는 식
물성 산물에 대한 검역 요건 ”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증명서에 명시된 내
용은 본 검역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화물에 검역본부 발급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이 본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
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식물검역 증명서를 다시 재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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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 검역 절차, 방법, 샘플 검사는 대만의 “식물 보호와 검역 법” 과 관
련 검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와 기타 식물의 잔여물이 부착된 참다래, 식
물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승인된 선과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참다래는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

제12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매 년 8월 말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과수원에
대한 검역 결과와 선과장 목록과 함께 BAPHIQ를 초청하여 수출과수원, 선
과장과 참다래 수출 검역 수행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② 참다래 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에서 검역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언급한 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
인을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조사 보고서와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을
BAPHIQ에 제공한다. BAPHIQ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대만 수출과 참다래에 대한 수출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지난 수출시즌의 수입 검역 중 BAPHIQ 우려 병해충이 발견 되지 않았고
BAPHIQ가 지난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역본부는 BAPHIQ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조사 종료
후 한 달 내에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된 현지검역 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기타요건) ① 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② 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
치의 변경을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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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대만 수출용 참다래 생과실 선과 시 안전조치
1. 적용범위 : 대만 수출용으로 재배기간 중 ‘2. 수출 과수원 요건’을 이행한
수출 과수원산 참다래 생과실에 한한다.

2. 포장박스 : 내수 및 타국 수출용은 대만 수출용과 달라야 한다.

3. 작업공간 : 포장완료상자의 파레트 적재 작업공간은 대만 수출용과 공간적
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내용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4. 구분보관 : 대만 수출용 배는 파레트 적재 작업 및 수출검역 후 대만 전용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관리･감독 : 동시 선과 시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는 선과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6. 대만 검역요건을 충족하여 재배된 참다래라 하더라도 내수 및 타국 수출용
으로 포장된 이후에는 대만으로 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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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만 수출용 참다래 선과장 (변경)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검역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 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창고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다래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참다래 대만 수출 과수원(참여농가) 목록 1부
2. 선과장 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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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참다래 대만 수출 과수원(참여농가) 목록
소유자명
(농가명)

과수원주소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면 적(㎡) 재배주수

예상생산량
(톤)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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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만 수출 참다래 선과장 (변경)등록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주1)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유 자

관리책임자

소
(국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창고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다래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변경)등록을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첨부 참다래 대만 수출 과수원(참여농가) 목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1) 선과장 등록번호 부여방식
예 01~99)
: KIWIFRUIT-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일련번호, 두자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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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다래 대만 수출 과수원(참여농가) 목록
과수원등록번호주2)
선과장
과수원
등록번호 일련번호

소유자명
(농가명)

과수원주소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면 적(㎡)

재배
주수

예상
생산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2) 과수원 등록번호 부여방식
: KIWIFRUIT-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선과장 일련번호)-OOO(일련번호, 세
예 001~999)
자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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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참다래 대만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선과장
등록번호

등록
일자

지역본부(
선과장명

사무소)
소재지
(주소)

소유자명 관리책임자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연락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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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한국산 배 생과일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5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4. 7.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 9호
개정 2017. 7. 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6호
개정 2019. 4. 2. 농림축산검역보부 고시 제2019-15호

제1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 내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
이라 한다.)의 멕시코 수출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참여기관)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라 한다.)･지역본부 및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
2. 멕시코 농수축산농촌개발식품부(이하 “SAGARPA(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라 한다.)
3. 멕시코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라 한다.)
4. 멕시코 SAGARPA-SENASICA 소속 동식물위생검사국(이하 “DGIF(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itozoosanitaria)”라 한다.)
5. 멕시코 SENASICA 소속 식물위생국(이하 “DGSV(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getal)”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과수원”이라 함은 배 생과실을 수출요건에 부합하게 재배 및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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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APQA에 사전 등록하고 과수원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배지를
말한다.
2. “수출선과장”이라 함은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기 위하여 멕시코 수출용으로 APQA에 사전 등록하고 선과장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시설(저장창고, 저장시설 및 적재장소 포함)을
말한다.
3. “검역롯트”라 함은 멕시코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수출과
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한 식물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라 함은 수출과수원에서 병해충 검사 및 과수원의 식물위생
관리(병해충 검출, 살충제 살포 등)를 위하여 수행하는 예찰 또는 방제 활
동을 말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지정 요건) ①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배 생과실 이외의 과실이나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거나 서로
구분되도록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과수원에는 다음 정보(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용 가능)가 포함된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표지판을 육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방수
재질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Pear orchard for export to Mexico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 Orchard unique numeric code no.(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Area(재배면적):

㎡

○ Number of trees(재배주수):
○ Owner's name(재배자명):

3. 수출과수원에서는 지역농업기술센터장의 지도･감독 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4. 수출과수원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병해충 발생상황의 감시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
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출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
118

07. 한국산 배 생과일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출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
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출과수원별 작업 일정에 따라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통상적으로 배 재배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
다)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봉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수출과수원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작업 일정 및 주간농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 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선과되지 않은 과실과 선과된 과실은 구분･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선과 및 수출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야 한다.
4. 배 생과실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되는 수출과수원별
보관상자 또는 수확상자는 APQA가 승인하여 부여한 고유등록번호로 구분
가능하여야 한다.
5. 수출선과장에는 다음과 같이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내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과실에 대한 육안검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커다란 작업대와 과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45배율 해부현미경 또는
같은 배율에 준하는 확대경을 설치하고, 꽃받침 등 과실의 틈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의 휴대용 확대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시설(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
닛, 사무용품, 수출선과장 업무수행 기록 일지 등)을 갖춰야 한다.
라.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에 관찰사항을 기록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 주변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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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 절차) ①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
게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고
유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8월 31일까지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을 위하여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에게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청자에게 수출선과장 승인 결과 및 부여한 고유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별
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
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8월 31일까지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는 고유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초까지 SENAS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멕시코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별표 1]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재배기간 중에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
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검역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
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을 실시.
3.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하여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연도에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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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는 동 검역병해충 검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재배지검
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만이 반입되어 선과되어야 한다.
②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된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배 생과
실에 미승인된 과수원산 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수출선과장에서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알리고, 수출선과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생산지 역추적성 확보, 과실의 반출입 확인, 이병과 선별, 과실의 꽃자
루･꽃받침 부분에 대한 에어클리닝, 과실의 포장작업 감독.
2.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 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컨테이너
반출일자 등에 관하여 수출검역 수행 이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에게 통보할 것.
3. 식물검역관이 선과 및 포장 과정을 감독할 경우에는 수출과수원명, 당일
작업예정량(포장박스 단위), 선과 및 포장수량을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
장에게 제공할 것.
⑤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해당 포장상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에는 해당 배 생과실에 관한 정보(종, 품종, 수출과수원･수출선
과장 고유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MEXICO”)가 영
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Species:
○ Variety:
○ Orchard unique numeric code no.:
○ Packinghouse unique numeric code no.:
○ Packing date:

“T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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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번역 >
○ 종:
○ 품종:
○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수출선과장 고유등록번호:
○ 포장일자:

“멕시코 수출용”
2.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정보가 한 개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한 글자 크기는 최소 1cm가 되도록 한다.
3. 과실의 역추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포장상자를 재인쇄하거나 라벨을
새로 붙이지 않아야 한다.
⑥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⑦ 식물검역관은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이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⑧ 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은 수출되기 이전까지 구분 가능하도록 저온창
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또는 다른 과실 종이나 식물체와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⑨ 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의 적재 장소에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어떠한 틈도 없거나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하여 잠재적
인 기타 병해충의 재감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⑩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선적 및 컨테이너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의 검역병해
충[별표 1]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
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 수출검역은 일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1. 당일 식물검역 신청된 검역롯트에 대한 세부 정보(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역롯트별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3.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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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확대경을 사용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만약 총 포장상자 개수가
1,000 박스 미만인 경우에는 19박스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내부 가해습성이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흔적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배 생과실을 절개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
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Container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번호) (단, 필요한 경우에는
“Container seal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봉인번호)도 기재할 수 있다.)
2.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SAGARPA
and APQ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
(국문 번역: 동 화물은 SAGARPA와 APQA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
하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
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검역
롯트는 불합격 조치되며,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역병해충 검출 이외에 서류상 미비 또는 식물체 잎 혼입 등의 문제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의 팔레트(팔레트별로 분리 가능한 경
우에만 한함)에 대해서만 불합격 조치하고, 나머지 수출과수원은 합격 조
치하도록 한다.
3. 검역병해충 검출로 인하여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멕시코로 수출될 수
없다. 만약 해당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수출과수원명, 선박명, 컨테이너번호, 수
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
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
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멕시코로 수출되는 화물 정보(컨테이너
번호 등)를 APQA에게 보고하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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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① SENASICA는 수입화물에 수출식물검
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SENASICA는 수입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에
부기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SENASIC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APQA의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이 멕시
코로 수송 중인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 사전 통보하고 멕시코
도착지에서는 전체 포장상자의 3%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된다. 만약 검역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DGSV는
APQA에 동 사항(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 컨테이너 번호,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검출 상자 및 해당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고유등록번호)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1. 검역병해충이 최초 1회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의 나
머지 수출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2. 검역병해충이 2회 검출된 경우, DGSV는 APQA에 워크플랜 검토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배 수출은 중단된다. APQA는 해당 수출과
수원산 배 생과실이 포함되어 수송 중인 화물 목록을 DGSV에 제공하고,
DGIF는 멕시코 입항지에서 동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
시한다.
3. 수입검역에서 검역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DGSV는 APQA에
동 워크플랜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① APQA는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첫
해에 한해 SENASICA에 현지조사 이행을 위한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서
신으로 공식 요청하고,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멕시코 식물검역관 파견기간(5~10일간) 및 현지조사 일정표
2. APQA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목록
② 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기준)」에 따라, APQA는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
③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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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과수원의 식물위생관리(병해충 모니터링 결과 등), 포장 작업, 수출검역
과정, 배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반입, 포장된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관리, 배
생과실의 역추적성 확보
2. 배 생과실의 첫 수출 선적분에 대한 수확 및 포장 작업
④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기
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APQA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수행 중에 발견된 모든 문제점이나 위반사
항을 APQA에 통보하고, APQA는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 조치한다.
⑥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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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수원 병해충 모니터링 기록부
 수출과수원명: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수출과수원 책임자 전화번호:
 수출과수원 주소:
 수출과수원 면적:

㎡

 방제상황
○ 봉지를 씌운 일자:

년

월

일

○ 병해충 발견 및 약제 방제조치 현황
일련번호

병해충
발견일자

방제일자

방제 약제명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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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수원 복숭아순나방 모니터링 기록부
 수출과수원명: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수출과수원 책임자 전화번호:
 수출과수원 주소:
 수출과수원 면적:

㎡

 트랩설치 일자:

년

월

일

 예찰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내역
조사일자(월/일)

조사자명

방제통보일자

유인개체수(형태/마리)

(월/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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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수출선과장명:
일련
확인일자
번호

검역롯트 구성
(해당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수출선과장 고유등록번호:

선과 또는 수출검역 결과

식물검역관
성명

)
비고
(특이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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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수원 등록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국문)
(영문)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 (국문)
(영문)
연간 재배계획
수출과수원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재배 수종

수확
기간

수확
예상량
(㎏)

연간 수출계획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

비고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재배수종 항목에는 해당 과수원에 재식된 수종을 모두 기재할 것
2. 수출과수원 위치를 표시한 지도 1부를 첨부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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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수원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수출과수원 소재지

면 적
(m2)

시설
형태

대표자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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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검역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국문)
주

소
(영문)

(전화 :

)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관리
책임자

(국문)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유지온도℃)

저온저장고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및 위치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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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고유등록
선과장명
일자
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소재지

소유자명

관리
책임자

(국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비고
(㎡)

※ 수출선과장 고유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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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배 생과실에 대한 멕시코의 검역병해충 목록
< 해충 14종 >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mphitetranycus viennensis (Hawthorn spider mite)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Rhynchites heros (복숭아거위벌레)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rociphilus kuwanai (배나무면충)
Pseudolau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 병원균 5종 >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dothidea (겹무늬썩음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Apple ring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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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8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3. 7.1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7호
개정 2014. 7.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 10호
개정 2017. 7. 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 28호

제1조(적용대상 산물) 본 요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 :
이하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미국의 검역대상 선충)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다음 각호의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1. 한국껍질선충(Hemicycliophora koreana)
2. 콩침선충(Paratylenchus pandus)
3. 동양나선선충(Rotylenchus orientalis)
4. 소나무나선선충(Rotylenchus pini)

제3조(수출포장 요건) ①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전용 재배지로
냉이의 재식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
본부･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재식 이전에 제5조(선충검사 요령)에
따라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
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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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포장은 과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4조(수출포장 등록)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
식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
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충검사 요령)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포장은 냉이의
재식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선충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토양시료 채취
가. 수출포장 0.1ha 면적당 한 개의 토양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토양샘플은 40개의 토양코어로 구성한다.
다. 각 토양코어는 직경 1.9cm의 토양샘플 채취용 실린더튜브를 사용하여
지하 15cm 깊이까지 채취함으로써 42.5cm3 [3.14×(0.95cm)2 ×15cm]
의 용량을 가진다.
라. 각 토양샘플은 5m x 5m 격자를 이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채취함으로서
1,700cm3 (42.5cm3×40개)의 용량으로 구성한다.
마. 토양샘플은 12-15℃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한다.
바. 토양샘플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트렁크 등의 고온조건이 될 수 있는
곳을 피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선충분리
가. 선충을 분리하기 전에 채취된 토양샘플을 골고루 혼합한다.
나. 각 샘플당 최소 1,000cm3의 토양을 선충분리에 사용한다.
다. 샘플의 양이 1,000cm3 이하인 경우 샘플 전체를 선충분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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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충은 설탕물부유원심분리법(Centrifugal Sugar Fl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베르만깔대기법(Bermann Funnel Method)은
활동성이 약한 Hemicycliophora sp.의 분리에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분류동정
가. 토양에서 분리된 모든 식물기생성 선충들은 슬라이드마운팅 표본을 제작한다.
나. 각 표본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형태적 특징을 측정하여 미국의 검역대
상 선충여부를 분류동정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흙이 없어야 하고 상업용으로만 수
출이 가능하다.
② 수출포장에서 생산된 뿌리냉이는 깨끗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③ 세척이 완료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
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④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
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
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shepherd's purse with roots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and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7
CFR 319.56-51 and found free from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본 화물의 뿌리달린 냉이는 7CFR 319.56-51의 요건에 따라 생산되고, 한
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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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신청서
소유자(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연락처) :

수출포장 소재지
(시설별로 작성)

면적
(m2)

재배계획

재배
방식

파종
일자

수확
기간

수출계획
수확
예상량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미국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를 재배할 수출포장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재배방식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등을 기재
2. 수출포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1부를 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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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대장
등록
일자

수출포장
등록번호

수출포장 소재지

면 적

재
방

배
식

대표자

전화
(팩스)

비고

※ 수출포장 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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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0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제2016-8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 2009. 3.19.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09. 9.25.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10. 9.13.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11. 1.10.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2. 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2. 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 2013. 5.13.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 2015. 2. 2.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개정 2016. 5.16.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 2019.10.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제2009- 14호
제2009- 35호
제2010- 13호
제2011- 1호
제2011- 84호
제2012- 59호
제2012- 90호
제2013- 81호
제2013-120호
제2015- 5호
제2016- 80호
제2019- 70호

제1장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대상 산물 및 수출지역)
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음의 감귤류 생과실
(1) 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 Blanco var. unshu, Swingle
(= C. unshiu Marcovitch, Tanaka)
(2) 한라봉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3) 천혜향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x C. reticulata
145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나.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는 수
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감귤류 생과실은 상업용 화물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제2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감귤궤양병(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Citrus canker)
나.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Sweet orange scab)
다.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별표 4 참조)

제3조(선과장 요건)
가. 대미 수출용 감귤류를 선별･포장하는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소독설비 보유
(2)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창문에 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등을 설치
(3) 선과장 내･외부 청결상태 유지
(4)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보유
(5) 선과책임자 지정
다.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선과장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
여금 당해 선과장이 “제나항”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
고,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동 요건에 부합
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등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검역)
가. 검역 신청
(1) 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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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
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과 및 과실표면살균
(1) 상기 “가”항에 의거 검역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귤류는 등록된 선과장
으로 출하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과실의 선과 및 검역기간 중에는 내수용이나 타국 수출
용 과실의 선과장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
거한다. 선과 과정에서 골라낸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은 즉
시 선과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과실의 표면살균 이전에 세척 및 솔질을 실시하고, 표면
살균 이후에는 왁스코팅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감귤궤양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과실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pH
6.0~7.5)에서 최소 2분간 완전 침지
○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에서 최
소 1분간 완전 침지
○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
간 완전 침지
(6)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과실
표면살균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의 사용방법에
따라 표면살균
다. 수출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이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제4조 나항 (5)호 및 (6)호의 방법에 의한 살균 여부를 확
인하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감귤류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다
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147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라. 수출검역 결과 조치
(1) 오렌지더뎅이병을 포함한 [별표 4]의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당해 화물을 불합격처리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제5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
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조 나항 (5)호의 침지소독 만을 실시한 경우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동 과실은 7 CFR part 305 규정에 의거 표면살균을 실시
하였으며, 검사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발견되지 않았음)
(2) 제4조 나항 (6)호의 표면살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The citrus in this consignment were cleaned using normal
packinghouse procedures." (동 화물의 감귤류는 선과장에서 통상적
인 절차에 따라 세척되었음)

제6조(보관)
가. 수출검역에 합격한 감귤류는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포장 후 곧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장고에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7조(적용대상 산물 및 병해충)
가. 한국 내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생산단지의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Burman f.) Nakai)생과실(이하 “대미 수출
용 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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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 해충 :

∙ Adoxophyes privatana (Smaller tea tortrix) 잎말이나방의 일종
∙ Anthonomus pomorum (Apple blossom weevil) 배꽃바구미
∙ Aphanostigma piri (Pear pylloxera) 콩가루벌레
∙ Cacoecia breviplicana (Asiatic leaf roller) 잎말이나방의 일종
∙ Cacoecia circumclusana(=Ptycholoma lechana circumclusana)
(Persimmon leaf roller) 감나무잎말이나방

∙ Cacoecia ingentanus (Larger apple tortrix) 왕사과잎말이나방
∙ Carposina niponensis(=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 Crisicoccus matsumotoi (Mealybug) 버들가루까지벌레
∙ Cydia sp.(Tortricid moth) 애기잎말이나방아과
∙ Dichocroci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
∙ Ectomyelosis pyrivorella (Pear fruit moth) 배명나방
∙ Grapholita sp.(Tortricid moth) 애기잎말이나방아과(G. molesta 제외)
∙ Lyonetia clerkella (Peach leaf miner) 복숭아굴나방
∙ Myelois sp.(Pyralid moth) 명나방과
∙ Pandemis heparana (Brown tortrix) 갈색잎말이나방
∙ Planococcus kraunhiae (Mealybug) 온실가루깍지벌레
∙ Pseudococcus sp.(Mealybug) 가루깍지벌레과(P. comstockii제외)
∙ Rhynchites heros (Peach curculio) 복숭아거위벌레
∙ Tarsonemus sp.(Mite) 응애
∙ Tetranychus viennensis (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
∙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 병원균 :

∙ Alternaria kikuchiana (Black spot) 흑반병
∙ Monilinia fructigena (Brown rot) 잿빛무늬병
∙ Physalospora piricola (Black rot) 윤문병
∙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
∙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병원균
○ 상기 목록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분류동정 및 검토 결과 검역
조치를 취하거나 동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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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참여기관) 대미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 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농협중앙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제9조(용어정의)
가. 수출단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미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및
선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
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나. 수출과수원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 및 과수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구별 가능하며,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용으로 관리
되고 있는 배 과수원
다. 생산자 롯트
수출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과실의 총량
라. 검역롯트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

제10조(수출단지 요건)
가. 대미 배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
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30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수출단지는 동 요령 제7조(수출과수원의 요건) 및 제8조(선과장 및 저장
시설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50

09.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수출단지의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0조(수출
단지 요건), 제13조(수출과수원의 요건) 및 제14조(선과장 및 저장시설
의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
까지[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 신청서”를 농림축산검
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0조(수출단지 요건)에 적
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청단지에 대해 제11조
가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에 신규 수출단지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은 상기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신청단지(과수원, 선과장, 저장시설 포함)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사. 미 동식물검역원으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 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아.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
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
무소장은 수출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협
력기관을 통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자.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미 동식물검
역원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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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출단지의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 수출단지로 적합
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과수원의 요건) 수출과수원은 승인된 생산단지 내에서 전체 재배기
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이 비수출과수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 수확
시 과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나무 가지가 과수원 경계선
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수출과수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소한 가지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나. 재배자는 협력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 수출과수원의 입구에 쉽게 보이도
록 표지판[별표 3]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및 협력기관은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재배자를 교육,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재배자는 수출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전체를 통해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
하고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재배자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지침 및 기타 방제 관련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바. 재배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한 봉지를 씌워 수출
용 배를 재배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과실의 지름이 약 2.5∼3.5cm 일
때 봉지 씌우기를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모든 수출용 과실에 대한 봉
지 씌우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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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출 과수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
은 봉지는 사용할 수 없다. 대미 수출용 배 봉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 협력기관은 수출과수원에서 봉지씌우기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요건)
가. 대미 배 수출에 사용되는 선과장 및 저장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하게 통제(예: 방충망 씌우기, 에어커튼 설치, 닫아 놓기 등) 되
어야 한다.
(2) 신규로 참여하는 선과장은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재배지에서 운
반해 온 과실의 봉지를 벗기고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봉지
벗기는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잡초 제거 등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
리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4)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사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별표 3]의 검사대 1대 이상 비치
･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에 5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함
･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함
(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
임자가 될 선과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6) 검사를 위하여 샘플상자를 제출하거나 옮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에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의 예비검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 말까지 협력기관을 통하여 선과장의 위
치를 표시한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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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선과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이 필요치 않다.

제15조(재배지 검역) 모든 수출과수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로부터 재배기간 중 2회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하여야 수출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대미 수출용 배 생산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
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
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자별
로 코드번호(한 재배자가 여러 과수원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과수원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재배지 일련번호를 추가)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
과수원의 봉지씌운 상태,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태 등 제13조(수출과수원의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차 재배지검역(봉지씌운 직후)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봉지씌우기 후 모든 과수원에 대해 1차 재
배지 검역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차 재배지 검역 완료 후 동 사실을 미 동식물검
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제7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
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방제가 어렵거나 감염정도가 심할 경
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라) 상기 재배지검역에서 6.3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차 재배지검역(수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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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1차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모든 수출과수
원에 대해 수확 전 30일 이내에 2차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역결과 재배자가 제13조(수출과수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 대해
합격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고, 합격한 과수원 목록을 농림축
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단지별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재배자들의 전
체 목록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각 생산단지에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의 대표표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으로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생산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과수원을 대표샘플로 선정
･재배자의 규모(대･중･소)에 따라 조사할 과수원의 수를 결정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히 선별
･생산단지의 전체 경계지역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검사
･당해 포장의 과실이 검역을 받기 위해 선과장에 반입될 때 발견 해충을
예상할 수 있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발견병해충 및 재배포장의
일반적 조건을 기록

제16조(선과 및 포장)
가. 선과 준비
(1) 각 수출단지대표(또는 선과장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
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확인을 요
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선과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확인 결과 식물검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자가 선과책
임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출단지 대표는 과실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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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선과책임자의 이름 등 과
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선과 전,
샘플링 기준에 대해 선과책임자와 선과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5)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배 생산자 및 선과장 책임자는 미국 수출용 배가 다음과
같이 출하 및 선과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15조(재배지검역)에 최
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
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
아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
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는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수출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
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
여야 한다.
(마)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바)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사) 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
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아) 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내수용
및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선과책임자가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저
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려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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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이하
“미 검역관”이라 한다)과 함께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여
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동정하여 그 결과를 미 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수출시즌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
에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다. 포장 및 보관
(1) 미국 수출용 배 포장상자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
쇄 또는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USDA-APHIS
Preclearance Program
Packinghouse Number
Grower Number
Code or Date of Packing

(2) 상기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미리 표시된 빈 상자를 미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5) 과실을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이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
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은,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
자들은 밤새 중도감염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
실을 대미 수출용이 아닌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라. 관리 및 감독
(1) 식물검역관은 상자의 포장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검역에 합격된 미국
수출용 배가 다른 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미 검
역관과 함께 수확된 배의 반입부터 수출 시까지의 전체 선과과정 및
저장상태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가. 선과책임자는 과실의 포장이 완료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역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
(1) 당일 선과한 한 농가 출하과실 또는 여러 농가의 과실을 합쳐서 검역
롯트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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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롯트 별로 과실 최소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를 샘플로 추출
한다(예: 상자 당 과실 10개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15상자). 샘플은 포
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 있는 모든 파렛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3) 추출한 샘플은 검역 시까지 검역롯트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샘플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기준이 지
켜지지 않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최초 위반 시 미 동식물검역원은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 시,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
본부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 시,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선과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검사장소에서 미 검역관과 함께
추출한 샘플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외부에 대하여 식물 병
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라. 수출검역 결과 조치
(1)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는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
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분류･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검역롯트는 재검역를
받을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소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4)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
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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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미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수출배에 대해 PPQ 양식 203호(해외현지검
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8조(저장 및 운송)
가. 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
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
아야 하며, 또한 새로 반입되는 수확된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근접위
치에 있어서도 안된다.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의
안전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비닐을 덮거나, 파렛트
커버를 사용하거나, 천막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검역된 과실은 타지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이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부록. 승인된 선과장 외부에 소재
하는 승인된 저장시설의 목록)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
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검역 합격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역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라. 미 동식물검역원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마.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
우, 미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하여야 한
다. 미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을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제19조(미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
가. 배 시즌 종료 시 남아 있는 모든 검역된 과실은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
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미 검역관이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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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배 저장통지
서[별지 제7호서식]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각각의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
서 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라. 미 검역관에 의해 검사된 한국산 배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
된 후 8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배는 5개월 후에
미 동식물검역원이 재확인하여야 한다.
마. 미 검역관이 떠난 후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미국으로 수출
될 수 있다.
바.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검역신청서에 해
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아야 한다.
아.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
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

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자.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저장 배의 수출자가 장기 저장한 배 각 화물에
대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재고잔량표[별지 제8호서식]를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
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필
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배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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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함
･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측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자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함
･ 상자는 방충포장이거나 랩핑하여야 함
･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약서[별지 제9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제21조(미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가.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정관을 선임하여 미 동식물검역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나.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입
금하여야 한다.
다. 협력기관은 한국의 배 수출자를 대신 하여 미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요청
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서는 검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
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생산단지 명
･ 예상 수출물량(톤)
･ 수출검역 기간
바.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
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
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미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사. 미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아.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미 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재관과 만
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자.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
장 직원을 만나 검사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차. 만약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일
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면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으로 수당이 지
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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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
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의 수입검역을 받게
된다.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은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의 미국 유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검역 및/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화물이 도착하면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은 화물을 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일괄해외현지검역 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화물의 내역(숫자/이름 등)은 항공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 또는 본부 직원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
해 한국의 생산단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제3장 후지사과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23조(대상품목 및 우려병해충)
가. 적용대상 품목
한국 내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신선 후지사과, Malus domestica
(이하 “사과”라 함).
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은 아래와 같으며, 이 목록에 모든 병해충이 포함되
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미
동식물검역원이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 동
정되어야 한다.
○ 해충 :

∙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 Carposina sasak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
∙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
∙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 병원균 :

∙ Gymnosporangium yamadae(Apple rust) 적성병
∙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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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참여기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 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농협중앙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제25조(용어정의)
가. 수출선과장 :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선과장 및 저장시설
나. 소독처리시설 :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저온창고 및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시설
다. 수출과수원 : 미국 수출을 위하여 승인된 선과장에 등록된 모든 사과 과
수원
라. 생산자 롯트 : 한 재배자 및 과수원으로부터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과실의 총량
마. 검역롯트 : 선과장에서 검역을 위해 제출하는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 산 과실

제26조(미 농무부 관련규정)
가. 동 프로그램은 생과실을 소독처리, 검역, 증명하여 미국 내 모든 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문서에 제시된 조건과 7 CFR 319.56.27 및 7CFR
305.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모든 수출용 사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미
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이하 “미 검역관” 이라한다)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7조(수출선과장 요건)
가. 대미 사과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의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출입문과 창문에 망을 씌우거나, 에어
커튼을 설치하거나, 닫아놓는 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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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과장은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을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가급적 에어커튼을 설치
할 것이 권장된다.
(3)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선과장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
(4)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역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검사를 수행할 견고한 테이블[별표 3]
･ 크기가 작은 해충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
･ 실내에 위치하고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
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선과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제28조(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승인절차)
가. 수출선과장 승인
(1)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미 사과 수출선과장은 제27조(수출선과장 요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자료를 7월 초까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4)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 및 협력기관은 신청지를 현장 조
사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소독처리시설 승인
(1) 소독처리시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
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09.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2) 소독처리시설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독처리시설 설계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소독처리시설 및 소독장비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농림축산검
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pplication for USDA Fumigation Chamber Approval
･Application for USDA Cold Treatment Equipment Approval
･Application for USDA Warehouse Approval
(3)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창고의 건축자재가 명기되어야 하며 훈
증하는 동안 가스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밀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이 나타나야 한다.
(4)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제 투약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
고, 훈증창고의 정확한 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저온창고의 출입문, 기화기, 냉각장치, 저장
시설, 대기장소, 당해 훈증창고와 연관된 선과시설 등의 위치가 표시되
어야 한다.
(6)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사과를 저온창고에서 훈증시설로, 훈증시설에
서 대기장소로, 대기장소에서 선과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
여야 한다.
(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은 소독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제29
조의 소독처리시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승인을 받아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은
매년 수출과수원, 소독처리시설 및 선과장의 변동 상황을 관할 농림축산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7월까
지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은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은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중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요령에
부합하는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은 승인된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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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독처리시설 요건)
가. 훈증창고 시설
(1)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흡입구에는 1.6mm 이
하의 망을 씌워야 한다.
(2)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가스채취 튜브가 설치되
어야 한다. 동 튜브는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창고의 중앙에 위
치하여야 한다. 한개는 천장으로부터 1피트, 다른 하나는 중간, 그리
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으로부터 3인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훈증창고에는 가스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훈증 후 가스를 즉시 배출
하기 위한 송풍팬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송풍팬의 최소용량은 승인된 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4) 각 훈증창고에는 다이얼/디지털 저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저
울은 각 훈증 시 투약되어야 할 메칠브로마이드의 양을 계량하는데
사용된다. 저울의 용량은 필요한 메칠브로마이드이 양을 계량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5) 훈증창고는 매년 미 동식물검역원이 실시하는 압력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보완 또는 수리한 경우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훈증창고는 압력테스트에 합격한 후 동 수출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
나. 저온처리 시설
(1) 저온처리 시설에는 과실 10,000 f3(282㎥) 당 최소 3개(공간 1개, 과육
2개)의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추가되는 과실 10,000 f3(282㎥) 당 과육온도감지기 1개가 추가되어
야 한다.
(3) 모든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 전에 센서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4) 기준점 0℃로부터 ±0.3℃이상 오차가 나는 센서는 교정하거나 교체
하여야 한다.
다. 천막훈증 시설
(1) 훈증용 천막은 최소 0.25mm의 두께로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천막훈증 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이어야 한다.

제30조(수출선과장 승인취소 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해당되어 수출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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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취소요청에 따라 위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을 취소한 경우 해당 선과장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승인이 취소된 수출선과장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28조의
승인절차에 따라 재 승인되어야 한다.

제31조(수출과수원 요건)
가. 수출과수원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선과장에 등
록되어야 한다.
나. 수출에 참여하는 각 선과장/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수출과수원에서는 병해충 방제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라. 재배자들은 적절한 방제조치가 적용되도록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마. 재배자들은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할 것이 권장된다.
바. 선과장 및 재배자들에게 제공되는 표준재배지침과 기타 정보는 미 동식
물검역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제32조(재배지검역)
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된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항의 수확 전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자별로 코드번호(한 재배자가 여러 과수원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과수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배지 일련번호를 추가)를 부여하고, 식물
검역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과 선과장별로 등록된
과수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확 전 병해충 발생 상태를 검
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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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배지검역은 수출지역의 전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
역하고,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
하여야 한다.
라.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재배자가 제31조(수출과수원 요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재배자는 당해년도 남은 수출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바. 수확 전 과수원 검역에서 잿빛무늬병 또는 적성병의 증상이나 표징이 발
견될 경우, 당해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당해 수출기간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확 전 재배지검역 후 각 수출단지에서 불
합격한 재배자의 목록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소독처리) 미국 수출용 사과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저온처리 및 훈증소
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미국의 소독처
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저온처리
(1) 미국 수출용 사과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시설을 이
용하여 1.1℃(화씨 34도) 이하에서 최소 40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2) 각 저온처리실은 ±0.6℃의 정확도로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미 동식물검역원은 훈증 전 저온처리가 적절히,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
지 최종 판정할 책임이 있다.
(4)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과실은 다른 과실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저온창고 내에 보관되는 대미 수출용 사과 상자는 “For U.S."라고 표시
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6) 온도 기록장치는 기록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되어야 한다.
(7)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기간 중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과실의 보
관상태 및 저온처리 요건 준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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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0일간의 저온처리 이후에는 사과의 중심부 온도가 훈증에 충분한 수
준이 될 때까지 승인된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 온도, 저온처리 개시일 및 종
료일, 처리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훈증소독(메틸브로마이드)
(1) 훈증소독은 미 동식물검역원의 직접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2) 훈증소독은 승인받은 상압훈증창고 또는 천막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훈증소독은 다음 중 한가지의 처리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효최저가스농도
약량

시간

과육온도

용적률

비 고

투약후
30분

투약후 2시간

(1)

48g/㎥

2시간

10℃이상

50%이하

44g/㎥

36g/㎥

(2)

38g/㎥

2시간

15℃이상

40%이하

35g/㎥

29g/㎥

수확용 플라스틱
또는 나무상자
수출용 종이상자

(4) 사과를 담은 상자는 과육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
록 배열되어야 한다.
(5) 처리실에 사과가 입고되어 있는 동안 한국 식물검역관이 과육 중심부온
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과육의 온도는 미국의 소독처리매뉴얼 2-5장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6) 훈증이 시작되기 전 모든 과육 중심부온도는 최소한 10℃ 또는 15℃에
도달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과육온도는 10℃ 또는 1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처리실을 봉인하고 소독처리매뉴얼에 따라서 송풍팬을 작동시킨 다음
정확한 양의 메칠브로마이드(38g/㎥ 또는 48g/㎥)를 투약한다.
(8) 훈증업자는 훈증기록지에 환기를 시작한 시간을 기록한다.
(9) 배기가 완료되면 처리실에서 과실을 꺼내어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장소에 온전하게 보관한다.
(10)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훈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선과절차)
가. 선과준비
(1) 각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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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완한 후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확인결과 식물방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2) 각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연락처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자가 선과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과장 대표는 과실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
에게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 예정량 및 저온처리 및 MB 훈증 일자, 검역 희망일, 선과
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소독처리 한 과실을 선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소독처리 된 사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2) 상처 또는 손상되거나 식물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
실들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공기세척을 실시한다.
(3)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
되어야 한다.
(4)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고,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낸다.
(5) 식물검역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선과라인으로부터 골라낸 과실 및 이물
질을 검역할 수 있다.
(6) 식물검역관은 대미 수출용 사과의 선과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다. 포장
(1)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화물의 포장상자에는 선과장과 생산자의 고유
번호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USDA-APHIS
Preclearance Program
Treatment Facility Number:
Packinghouse Number:
G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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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미 수출용으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다른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3) 상기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사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포장 상자는 방충상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포장 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관리요령에 의거 병해충 중도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에
대해서는 밤새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35조(수출검역)
가. 훈증 후 선과장에서 한･미 검역관이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은 과실, 상자, 선적 컨테이너의 내･외부에 식물 병이나 해충의 존
재를 감지해 내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과실 검역은 제27조 가항(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 샘플추출 기준
(1) 과실을 상자에 포장한 후 검역한다.
(2) 각 검역롯트에서 최소 149개의 과실을 대표샘플로 채취하여 한･미 검
역관이 합동으로 검역한다.
(3) 식물검역관은 과실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예: 포장 완료된 상자에
과실이 10개씩 담겨져 있는 경우, 15상자가 필요함)를 추출하도록 선
과책임자에게 지시한다. 선과책임자는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있는
파렛트에서 무작위로 대표샘플을 추출한다.
(4) 각 검역롯트에서 추출한 샘플은 다른 샘플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 미 검역관은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6) 수출이 시작되기 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샘플링 기
준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선과책임자 및 선과인력들을 교육한다.
(7) 선과책임자는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일
차적인 연락책임자가 된다.
(8)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과책임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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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샘플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기준이 지
켜지지 않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최초 위반이 보고되면 미 동식물검역원은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시,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
부가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남은 수출기간동안 선과책임자를 교체한
다. 당해 선과장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마. 병해충 분류동정
(1) 발견된 병해충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2)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면,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롯트의
과실은 모든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 만약 동 병해충이 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당해 검역롯트는 불합
격되며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 처리된 롯트는 재검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바. 권고사항
(1) 비검역병해충, 상처 및 물리적 기형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도착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실을 수출물량에서 제외할 것이 권고된다.

제36조(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적격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미 동식물검역원은 검역에 합격된 수출 사과에 대해 해외현지검역증명서
(PPQ Form 203호)를 발급한다.
다. 가능한 경우, 미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미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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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소독처리를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라. 사과 수출기간 종료 시, 검역 완료되어 남아 있는 모든 과실은 “일괄해
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마.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는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될 수 있다.
바. 한 개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과실은 다른 증명서로 증명된 과실과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증명서번호 등을 명확하게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사. 미 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사과는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4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사과는 2개월 후에 미
동식물검역원이 재확인한다.
아. 미 검역관이 떠난 후에 수출되는 사과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
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자.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가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
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차.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 중인 사과를 수출할 경우, 수출자는 수출검사신청
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
여 수출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가.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함
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다. 상자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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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자는 방충포장하거나 비닐로 씌울 것
마.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약서[별지 제9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제38조(저장 및 운송)
가.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보호조치 되
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 수확되어 반입되는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가까이에 두지 않고,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파렛트 커버, 천막 등을 덮는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나. 검역 완료된 과실은 미 동식물검역원이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
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는다.
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모든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는 중도감
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는다. 저
장시설은 검역에 합격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라. 미 동식물검역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마.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 발급 후
15일 이내 사과 저장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수출지역 관할 지역본
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한국 식물방역관이 재검역 하여야 한다.
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장기 저장한 사과의 각 화물에 대하여 한국
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재고잔량표[별지 제8호 서식]가 미 동식물검
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도록 보장한다. 달리 요청되
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사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한다.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
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제39조(통관항에서의 검역) 미국의 도착항에서는 미 검역관에 의해 다음의 사
항들이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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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물검역증명서와 PPQ 양식 203호의 적절한 작성여부
나. 화물에 대한 기재내역(수량, 품목명 등)이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과 일
치여부
다. 상기 서류에 기재된 물품이 당해 화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확인

제40조(미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가. 협력기관은 한국의 사과 수출자를 대신하여 미 검역관의 사전검역을 요
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는 매년 7월 초까지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 명 및 위치
･ 예상 수출량(톤)
･ 소독처리/검역 기간
･ 수확일자
나.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
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다.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라.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미 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재관과 만
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마.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
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바.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 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제41조(프로그램의 검토와 평가) 감독 및 관리를 위한 방문 : 미 동식물검역원
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생산지역과 수출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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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42조(목적) 이 요령은 미국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Diospyros

kaki)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43조(수출대상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감”이라 한다).

제44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ㅇ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ㅇ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ㅇ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ㅇ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제45조(수출단지 요건)
가. 대미 감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10ha 이상이 되어야한다.
나.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감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야 하며, 에어컴프레셔와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
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
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수출단지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그 해의 4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그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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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45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
록· 관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
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
아야 한다.

제47조(수출단지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
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제48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수출용 감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재배지 검역 희망
일 20일 전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
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
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사무소장은 소속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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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하여는 재
배지검역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역시기는 당해년도의 병해충 발
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역 횟수 및 시기: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나) 검역대상 및 방법
○ 제4조 가항의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역대상 나
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다. 검역 결과 조치
(1) 제45조 가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한다.
(2)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되는 경
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
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3)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4)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9조(수출검역)
가. 검역신청
(1) 제48조(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미국으로 수출
하고자 하는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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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하 및 선과
상기 가항에 따라 검역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은 지정된 선과장으로 출하
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
만이 출하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2) 선과는 선과라인에서 실시하되, 이병과 등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을
철저히 선별한다.
(3) 과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컴프레
셔로 불어 내야 한다.
다. 검역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
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44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또는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
견되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시즌동안 해당 농가산
감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 등을 통하여 발견 해충을
제거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제50조(포장 및 보관)
가. 포장
(1) 검역에 합격한 감은 대미 수출용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동 포장 박스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
멍이 있을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포장 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
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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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 애응애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5장 밤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52조(수출대상 산물) 겉껍질(husk)이 제거된 대한민국산 생 알밤(Castanea

crenata)(이하 "수출용 밤"이라 한다.)으로서 미국 검역관 입회하에 한국에서
소독처리된 것.

제53조(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
･ Curculio elephas (Cyllenhal)(Chestnut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Curculio nucum L.(Acorn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 Cydia kurokoi (Chestnut moth) 밤애기잎말이나방
･ Dichocrocis punctiferalis (Peach pyralid moth) 복숭아명나방
･ Laspeyresia splendana (Hubner)(Fruit nut tortrix)[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Hemimene juliana (Curtis)[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제54조(참여기관)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한국 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제55조(협력약정) 이 현지검역 프로그램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미동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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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측의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기금조달에 관한 약정(이하 "협력약정
(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이라 한다)을 미동식물검역원과 협력기
관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56조(수출요건)

한국산

밤은

미동식물검역원(APHIS/PPQ)

소독처리기준

(Treatment Manual)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이 고시에
명시된 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독처리된 모든 수출용 밤 화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미국 현지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
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57조(참여기관별 관장업무)
가. 미동식물검역원의 관장업무
(1) 협력기관이 지급한 소요경비를 사용하여 현지검역관을 파견한다.
(2) 수확된 수출용 밤의 소독처리부터 선적 또는 저장 시까지 선과장 전체
운영 과정을 확인한다.
(3) 수출용 밤의 훈증전 취급 및 적재작업과 송풍용 팬 및 천막설치와 가스
투입호스 및 농도측정용 호스의 설치 등 훈증처리 전 과정을 확인한다.
(4) 적절한 처리시간, 최소가스농도 등 요구되는 소독처리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한다.
(5)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장업무
(1) 대미 수출용 밤 전용 선과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재감염 방지)가 취해
지고 있음과 협력기관이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을 취급할 때 위 안전조
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협력기관이 선정한 현지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밤 수출업체와 미국의
소독처리기준 지침에 따라 수출용 밤에 대해 MB훈증을 실시할 자격을
갖춘 훈증업체를 지정한다.
(3) 모든 수출용 밤 선적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훈증처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을 보증한다.
다. 협력기관의 관장업무
(1)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거쳐 현지검역업무 개시 최소 60일전까지
미동식물검역원에 검역관 파견 요청 및 소독처리 일정표, 개략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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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예상물량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 및 선과시설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다.
(3) 밤 수출업체가 소독처리를 위해 수출용 밤이 승인된 용기에 포장되도록
관리한다.
(4) 선과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예정인 밤을 취급하는 기간동안에는 오직 대
미 수출용 밤만을 처리하도록 보증한다.
(5) 수출업체가 훈증과 배기처리를 마친 수출용 밤 선적물을 선과장에서 선
적 또는 저장시설까지 수송할 때 병해충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와 섞이지 않게 안
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한다.

제58조(소독 처리)
가. 훈증소독
(1) 승인된 소독처리는 MB훈증이다. 수출용 밤은 미동식물검역원이 훈증
목적으로 승인한 진공 또는 상압훈증상, 유개 콘테니어(van container)
또는 천막 하에서 훈증할 수 있다. 천막 또는 유개 콘테이너훈증은 반
드시 한·미 검역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기온도 및 훈증 대상물의 온
도, 훈증제의 적절한 기화·확산·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증업자는
훈증 더미속의 대표적인 몇 군데의 온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온도중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약량과 처리시간 등의 훈증
소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출용 밤의 훈증소독은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된 일반지침에 따라
야 하며 MB훈증소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상압(NAP) 훈증상(T101-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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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온도

MB 투약량

처리시간

90-96℉ (32이상∼36℃미만)

4 Lbs/1000ft3 (=64g/㎥)

3 시간

80-89℉ (27이상∼32℃미만)

4 Lbs/1000ft3 (=64g/㎥)

4 시간

70-79℉ (21이상∼27℃미만)

5 Lbs/1000ft3 (=80g/㎥)

4 시간

60-69℉ (16이상∼21℃미만)

5 Lbs/1000ft3 (=80g/㎥)

5 시간

50-59℉ (10이상∼16℃미만)

6 Lbs/1000ft3 (=96g/㎥)

5 시간

40-49℉ ( 4이상∼10℃미만)

6 Lbs/1000ft3 (=96g/㎥)

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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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6″진공훈증상(T101-u-1);
처리온도

MB 투약량

처리시간

`80-96℉ (27이상∼36℃미만)

3 Lbs/1000ft3 (=48g/㎥)

2 시간

70-79℉ (21이상∼27℃미만)

4 Lbs/1000ft3 (=64g/㎥)

2 시간

60-69℉ (16이상∼21℃미만)

4 Lbs/1000ft3 (=64g/㎥)

3 시간

50-59℉ (10이상∼16℃미만)

4 Lbs/1000ft3 (=64g/㎥)

4 시간

40-49℉ ( 4이상∼10℃미만)

4 Lbs/1000ft3 (=64g/㎥)

5 시간

(다) 유개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T101-t-1) ;
본 항에 규정된 최소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회(처음 30분 경
과시, 2시간 경과시 그리고 처리 완료시)에 걸쳐 가스농도측정기로 가
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처리온도

90-96℉
(32이상∼36℃미만)
80-89℉
(27이상∼32℃미만)
70-79℉
(21이상∼27℃미만)
60-69℉
(16이상∼21℃미만)
50-59℉
(10이상∼16℃미만)
40-49℉
( 4이상∼10℃미만)

투약후 최초 30 투약후 2시간
훈증 종료
MB투약량 처리 시간 분 경과 후 최소 경과 후 최소
시점의 최소
(Lbs/1000ft3)
(시간)
가스농도
가스농도
가스농도
(ounces= g/㎥) (ounces= g/㎥) (ounces= g/㎥)
4 (=64g/㎥)

3

58

34

34

4 (=64g/㎥)

4

58

32

32

5 (=80g/㎥)

4

72

42

42

5 (=80g/㎥)

5

72

40

40

6 (=96g/㎥)

5

85

50

50

6 (=96g/㎥)

6

85

48

48

(3) 이들 소독처리기준에서 처리온도는 알밤 더미의 중심부 온도를 말한다.
유개 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되는 수출용 밤은 반드시 훈증가스가 순환
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바닥 홈이 있는 냉장 유개콘테이너는
이 요건에 부합하며, 바닥 홈이 없는 유개콘테이너 및 천막훈증시에는
깔개 또는 파레트를 사용하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소독처리기간 중 훈증가스의 최저농도는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밤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실
제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여과절차(special filtering
procedures)가 필요하며, 소독처리시간이 종료된 밤은 미국 소독처리
기준(PPQ Treatment Manual)중 “MB 수착성 산물 관련기준”에 따라
환풍(=4시간 강제배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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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독처리 및 재감염방지 감독
(1) 본 소독처리는 반드시 미국 검역관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미동
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용 밤을 소독시설로부터
저장시설 또는 마지막 수출선적지점까지 수송하는 경우, 식물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장비
(1) 당해년도에 영점 조정 및 검사를 받은 MB 농도 측정용 기구를 최소 1대
갖추어야 한다. 가스농도측정용 호스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기된 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스농도 측정 시
또는 가스농도 측정전 가스농도측정용 호스속의 공기를 제거해 낼 때에
보조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
(2) 훈증업체는 최소 1개씩의 방독면 및 유효한 유해가스용 정화통을 갖추
어야 한다.
(3) 훈증업체는 최소 1대의 성능 좋은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4) 최소 1대의 성능좋은 MB용 가스누출 검지기 - 영점 조정 및 검증된
전기 검지기 또는 할라이드 검지기(Halide detector) - 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영점, 수평조정 및 정비가 잘 된 저울을 최소 1대 구비하여야 한다.
(6) 산업용 구급약품을 최소 1세트 구비하여야 한다.
(7) 조정가능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을 받은 수동 온도계 1개 (탐침이 길며
디지탈 형식을 권장)를 구비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받은 기온측정용 온
도계 1개도 갖추어야 한다.
(8) 훈증용적에 알맞은 적합한 크기의 송풍팬을 설비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훈증제 투약 전에 가동하여야 하며 훈증개시부터 최소 30분간 가동하
여야 한다. 송풍팬을 미국 소독처리기준의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9) 천막 훈증의 경우, 천막은 반드시 최소 0.25mm 두께(=10 mil)로서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
막 훈증은 반드시 승인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10)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기타의 장비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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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출검역)
가. 수출용 밤 훈증소독 및 배기 종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처리방법, 온도,
MB 약량, 처리시간 등 소독처리 세부내용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
(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나. 저장 후 수출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되는 소독처리
된 선적분은 아래의 증명절차를 거친다.
(1) 미검역관의 현지검역 종료시에 남아 있는 모든 소독처리된 미국 수출
용 밤 선적분은 선과장당 1부씩 발급되는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
는 처리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다.
(2) 저장시설은 수출용 밤을 저장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동식물
검역원 검역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저장시설은 반드시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에 대한 추가적인 해충감염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3) 훈증처리 및 배기를 끝낸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을 선과장에서 저장
시설로 수송할 때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천막
으로 완전 밀봉하여야 한다.
(4) 수출용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
출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래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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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 (동 물품은 첨
부된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 ________에 의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 제 ______호에 의해 합격된 밤으로만 구성되었음을 증
명함)
(5) 수출용 밤을 30일 이상 저장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6) 미검역관이 떠난 후에 저장기간을 거쳐 수출하는 각각의 밤 선적분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식물검역증명서 1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재고잔
량표 1부를 미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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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선적 요건)
가.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와 미동식물검역원 현지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
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훈증처리되어 승인된 수출용 밤의 수송용 콘테이너에 다른 산물과 혼적
되지 않아야 한다.
다. 모든 수출용 밤의 선박 콘테이너는 상업용 봉납으로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미국의 통관항에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물검역증명서와 PPQ양식 203호(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의
적절한 기재여부와 수출화물의 표시(숫자·이름 등)가 B/L, 송장 등과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고 동 화물이 상기의 서류에 기재
된 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물품의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적절한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제61조(위반 시 조치)
가.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내용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모든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나. 재차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의 운영을 중
지하거나 또는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다. 미측 우려해충 발견 시 미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
및 관리 요령(Work Plan)상의 소독처리방법을 재검토한다.

제6장 포도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62조(적용대상 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vinifera)생과실
(이하 “대미 수출용 포도”라 한다).

제63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나.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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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깨비잎말이나방(Sparganothis pilleriana)
라. 열매꼭지나방(Stathmopoda auriferella)
마.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사.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제64조(수출단지 요건)
가. 대미 포도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10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포도는 착과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이라
표시된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포도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포도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
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수출단지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그 해의 4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그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64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
록·관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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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
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
아야 한다.

제66조(수출단지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호에 해당되
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제67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대미 수출용 포도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재배지 검역희망일 20
일전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당
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하 “농림축산검역
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
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
무소장은 농가별(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수원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재배지 검역은 재배기간 중 2회 실시하며, 1차 재배지 검역은 과실이
완전히 형성되고 꽃이 없는 시기에 나방류 해충 발생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역한다. 2차 재배지 검역은 수확직전에 실시하며 병 발생여부에
대해 중점 검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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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 방법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20주/1회
- 수확 직전 :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30주/1회
- 수확 직전 :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
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
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및 잿빛무늬병이 발견
되는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 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
하도록 조치한다.
(3) 최종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종합하
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68조(수출검역)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포도는 수확한 후에 다
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대미수출용 포도 생산단지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
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
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과실검
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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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자는 제67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
서 생산된 포도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
원에서 생산된 포도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3) 선과장으로 반입 시에는 포도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는 선과장으로의 반입
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선과장에서 병해충 감염과와 열과 등 물리적 피해과를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다. 수출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63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
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과수원
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
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
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제69조(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
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
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장 즉시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
템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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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
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70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
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
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 punctiferalis,

E. ambiguella, S. pilleriana, S. auriferella, M.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
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잿빛무늬병 및 포도애털날개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7장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71조(적용대상 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참외(Cucumis melo), 오이
(Cucumis sativus), 호박(Cucurbita maxima) 및 수박(Citrullus lanatus)
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이라 한다).

제72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나. 작은각시들명나방(Diaphania indica)
다.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라.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마.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제73조(수출단지 요건)
가. 대미 박과작물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191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나.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온실 내에서 재
배되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
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수출단지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지역
의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그해 4월말 까지[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
역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그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
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73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
록·관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
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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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수출단지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호에 해당되
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
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제76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박과작물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재배지 검역 희
망일 20일 전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4
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
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검역 실시(예찰조사 및 트랩조사)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사무소장은 농가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예찰조사 및 트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가) 온실 내 예찰조사
○ 대상 병해충 :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
러스 및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 시기 및 횟수: 착과기∼수확시까지 최소한 2주 1회
○ 예찰방법: 식물체의 육안검사, 포충망을 이용한 해충 채집 검사,
과실 절개검사 등
(나) 온실 내 트랩조사
○ 대상 병해충 : 호박과실파리
○ 조사기간 및 주기 : 10.1∼4.30일 기간 중 정식∼수확 시까지 2
주일 간격으로 조사(단, 10.1일 이전에 정식되었을 경우, 10.1일
부터 조사 실시)
○ 트랩의 종류 : 멕페일트랩(McPhail Trap) 또는 단백질유인제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트랩
○ 유인제 : 단백질유인제(Hydrolyzed protein)
○ 온실의 크기에 따른 트랩설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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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ha 미만 : 2개
- 0.2～0.5ha 미만 : 3개
- 0.5～1.0ha 미만 : 4개
- 1ha 이상 : ha 당 4개 비율
○ 유인제 교체 주기 : 최소한 2주 간격으로 교체
○ 트랩 및 유인제에 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1) 재배지검역(예찰조사 및 트랩조사)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및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견
되는 경우, 당해 농가의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12.1∼익년 4.30)
동안 대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농가 온실을 대미국 수출대상
에서 제외한다. 동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온실에 대하여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박멸되었다고 증명
되면 다시 수출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라) 매 재배지검사 결과 수출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을 경우, 당해 재
배지검사 종료 시마다 제외대상 농가 명단을 재배지검역 신청자에
게 통보한다.

제77조(수출검역) 본 요령에 따라 생산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은 수확한 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 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
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
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
희망일 등 과실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자는 제7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
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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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3) 수확된 박과작물은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5) 수확 된 박과작물은 24시간 이내에 선과 및 포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출검역
(1)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7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농가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농가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은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
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제78조(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은 밀폐된 용기, 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박스
또는 해충 침입 방지용 망 또는 비닐로 덮은 박스에 포장하여 선적용
콘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안전조치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
템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된 박과작물을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
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박과작물, 또는 타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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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으로 수출되는 박과작물은 매년 12.1일∼익년 4.30일의 기간 내에
미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79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
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실
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
적분별로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
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as
authorized under CFR 319.56-4.” (이 화물은 CFR 319.56-4에 규정
된 바에 따라 등록된 온실에서 재배되었음)

제8장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80조(적용대상 산물) 미국 대륙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파프리카
(Capsicum annuum L. var. annuum, 이와 동일한 학명의 고추류 포함:
이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라 한다).

제81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아.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자.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제82조(수출단지 요건)
가. 대미 파프리카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선과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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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1) 온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한다.
(2) 온실의 이중자동폐쇄문 이외의 환기구 또는 개구부에는 온실내부로 병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0.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는, 환기구와 개구부에 직경 1.6mm이하의 망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황색 또는 청색의 끈끈이 트랩을 100㎡에 1개씩 설치하고 출입
구 주변에는 부가적으로 1개씩 더 설치해야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
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수출단지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그 해의 4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그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82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록· 관리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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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온실이나 선과장에 변동사
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
야 한다.

제84조(수출단지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호에 해당되
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
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5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파프리카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제 제4호서식]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 ‘농림
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수출단지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
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검역시기 및 횟수: 착과기 부터 수확시 까지 매월 1회
(나) 검역사항: 제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3조 나
항의 온실요건 적합 여부
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나.항에 의한 재배지검역 결과에 대하여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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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농가에서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온실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농가가 적절한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재배지 검역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확전 재배지검역이 종료
된 때에는 온실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수출검역) 본 요령에 따라 생산된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수확 후 다
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대표자는 선과 전일까지 관할 농림축
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2) 동 선과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
일 등 수출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 농가는 제85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
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하
여야 한다.
(3)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
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5) 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다. 수출검역
(1)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재배농가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파프리카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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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결과 조치
(1)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
입된 당해 농가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수출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
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제87조(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
기에 포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
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제85조 다항에 따라 통보 받은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를
스탬프 잉크로 찍거나,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된 파프리카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
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
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green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uthorized under 7CFR 319.56-4,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e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 (본 화물은 7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
한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
200

09.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나방, 잿빛무늬병,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담배거세미나방,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9장 분재류의 수출검역요령
제89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에 대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한 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90조(한국산 분재류 수입요건에 관한 미국의 관련 규정) 7 CFR Part
319.37-5(분재류에 대한 외국의 검역 및 증명에 관한 특별 요건) 및 Federal
Order #DA-2011-18(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수입요건)

제91조(적용대상 분재류)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별표 5] 을 제외한 수출
용 분재류(이하 “대미 수출용 분재”라 한다.)

제92조(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
가.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
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 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등록 신
청하여야 한다.
다. 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
금 당해 양묘장이 “제93조”(수출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지역본부･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 양묘장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중인 수출
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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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수출양묘장 요건)
가. 수출양묘장은 온실이나 망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수출양묘장의 모든 환기구와 열려있는 부위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양묘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자동 폐문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출양묘장 내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출양묘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를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
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94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
가.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92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에서 최소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상기 나 항의 재배기간 동안 실시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미국의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제95조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의 지속적인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
라. 대미 수출용 분재는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재배하여
야 한다.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는 사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오
염되지 않도록 검역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대미 수출용 분재는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제95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을 마친 수출양묘장 대표는 미국 수출용 분재
의 화분재식 이전에 재식 예정일을 기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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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1년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
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 말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3) 수출양묘장 대표는 양묘장 시설의 변경, 분갈이 작업, 수출용 분재의
수량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
소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1)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1년차 재배지검역은 사용되는 재배물질의 적합여부를 포함하여 화
분 재식과정을 확인하고, 재식되는 수출용 분재의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사한다.
(나) 2년차 부터는 재배과정 중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여부 및 양묘장
및 분재의 관리상황 등을 검사한다.
(2)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
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정밀검역이 종료된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지검역 신청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수출양묘장 대표는 관리중인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다른 양묘장
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그 계획을 통
보하여야 한다.
(5) 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전 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분재를 이동하는데 있어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
책 및 당해 대미 수출용 분재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 검역결과 처리
(1) 재배지검역 결과 제93조(수출양묘장 요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
아 수출용 분재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양묘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국 수출용 분재
에 대하여 재배지검역 불합격 조치하고, 불합격 사유를 재배지검역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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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은 재배
자로 하여금 당해 분재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수출검역)
가.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
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95조 다항의 미국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를 종합 검토하여 제94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식물
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검역 합격기준
(1)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재배매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포장 재료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종류로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4)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양묘장에서 수출항만(공항)으로 수송할 때
적절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취해져 있어야 한다.
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항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
(이 식물은 7CFR 319-37-5(q)(2) (i)-(v)의 요건에 따라 재배되었음)
(3) 수출용 분재가 [별표 5]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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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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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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화물의 재식용 식물의 모든 부분은 Federal Order
#DA-2011-18의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격리되어 재배되었으며, 생산지와
식물체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의 증상이 발견된 바 없음)

제97조(행정사항) 각 지역본부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98조(적용대상 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이명 : Lycopersicon esculentum P. Mill).
제99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제100조(수출단지)
가. 수출단지 요건
(1) 대미 토마토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나. 생산시설 요건
(1)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이하 ‘생산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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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및 선과장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생산시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출입구 이외의 열리는 부분 및 환기구에는 시
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 선정절차
(1) 신규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 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
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그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의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결
과를 〔별지 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하고,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출단지 취소절차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호에 해당
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마. 재배지검역
(1)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토마토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생산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제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
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수출단
지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생산시설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속 식
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기간 (3월∼11월) 중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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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 수출단지 대표는 생산시설 내부 및 외
부에 대하여 수확 개시 최소 2개월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
파리에 대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조사
(1) 수출단지 대표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
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
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호박과실파리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시설을 수출 시설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에 보고한다. 검역본부에서는 동 사실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4) 해당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시설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이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나. 생산시설 외부에 대한 조사
(1) 수출단지 대표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가 완충지역 내의 2km이내
지점에서 30일 사이에 3마리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지점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출 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식물검역부에 보고한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동 사실을 미 동식
물검역원에 통보한다.
(4) 2Km 반경내 수출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지역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이 동의할 때
까지 지속된다.
다. 조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1) 수출단지 대표는 매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트랩조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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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단지 대표는 각 생산시설의 트랩 설치 및 조사결과, 호박과실파리
발견에 관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2)호
의 기록을 제공한다.
라. 미국 검역관의 확인
(1) 미 동식물검역원은 신규 단지에서 트랩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확
인이 필요한 경우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트랩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 동식물검역원의 신규 시설 승인 및 트랩조사 상황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제102조(선과절차 및 수출 검역)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토마토는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과하고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수출단지 대표는 선과 전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선과계획
서를 제출한다.
(2) 동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수출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1)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내에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선과하는 동안, 해당 선과장은 미국 수출 토마
토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출단지 대표는 승인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 이외의 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
리하여야 한다.
(3) 수확된 토마토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손상되거나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하여, 수출용 화물과 격리시켜야 한다.
다. 수출 검역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생산시설별로 검역단위를 구성
하여 선과된 토마토 중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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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가해해충의 검역을 위해 채취된 표본 중 1kg의 과실을 반드시
절단하여 검역한다.

제103조(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거나 방충망 또는 비닐 천막으로 감싸야 하며, 이러한 포
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 상자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된 토마토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4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본 화물은 7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한 방충시설에서 재배
되었고 검역결과 호박과실파리,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조명나
방, 볼록총채벌레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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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미 생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대표가 부정·불법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나. 동 요령의 요건에 미비하여 식물검역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라. 원예전문생산단지 취소에 따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다음의 수출검역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식물검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 재배지검역에 불합격한 농가 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과
실을 수출하기 위해 선과장에 반입한 경우
2)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배 생과실을 선과장에 반입한 경우
3) 미국 수출용 과실을 내수 또는 다른 나라 수출용 과실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한 경우
4)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컨테이너 선적이전 까지 검역이 완료된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용 상자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7) 본 요건의 저장 및 운송요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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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미 수출 배 봉지 승인기준 및 절차
1. 봉지 승인 기준
가. 크기, 색상 및 용지 재질 등의 봉지 규격
봉지
번호

용지의 종류

1

재질

방수제

규 격
(외지 기준)

외지

내지

황색노루지(2중)

펄프

펄프

2

노루지 인쇄봉지

〃

〃

〃

〃

3

신문인쇄봉지(2중)

〃

〃

〃

〃

4

신문인쇄봉지(3중)

〃

〃

〃

〃

5

착색봉지(2중)

〃

〃

〃

〃

6

착색봉지(3중)

〃

〃

〃

〃

7

백색봉지(2중)

〃

〃

〃

〃

내･외지에 파라핀, 식물성기 가로 190±25mm
름, 에멀젼왁스 등 처리
세로 210±25mm

나. 처리 약제
○ 무처리 또는 배 봉지에 약제를 처리하는 경우는 미국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봉지 승인 신청
가. 배 봉지 승인신청은 대미 배 수출단지 대표가 <붙임 1>의 “미국 수출용 배 봉지
승인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1.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나.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승인 신청 받은 봉지에 대
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 <붙임 2>의 “미
국 수출용 배 봉지 승인대장”에 등록하고, 승인여부를 대미 배 수출단지 대
표에게 통보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승인된 봉지의 표기
가. 배 봉지 겉면 중앙부에 『For USA』 표기(글자크기 30 포인트 이상, 진
하게)
나. 배 봉지 겉면 하단(5cm이내의 공간)에 『QIA Approved(봉지번호:

)』

및 『제작사』 표기(글자크기 : 자율원칙, 10~12포인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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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된 봉지의 승인 취소
가. 승인 취소 기준
① 봉지 승인 후 연속 3개년 이상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봉지 제작업체에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승인 봉지를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제작하여 사용･공급하다 적발된
경우
나. 승인 취소 절차
① 대미 배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
역본부･사무소장에게 승인된 봉지의 사용현황을 통보하고 4.가.①항 및 ②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봉지에 대하여 승인취소를 요청한다.
②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대미 배 수출단지 대표가 승인취
소를 요청한 배 봉지에 대하여 상기 승인 취소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배 봉지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고, 미국 수출용 배 봉지 승인대장에서
삭제한다. 다만, 4.가.③항의 경우는 1회는 주의, 2회는 경고, 3회는 승인
된 봉지를 승인 취소하고, 관련 배 봉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
용 봉지의 승인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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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국 수출용 배 봉지 승인 신청서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다음의 미국 수출용 배 봉지에 대하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조업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봉지의 종류 :

□ 봉지규격 및 처리 약제
구

분

크

기

색

상

내 지

외

지

용지 재질
방수제
처리약제
(미측 잔류농약 허용기준)
기

타(용도)

※ 봉지에 약제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처리약제 품목명(상표명)과 동 약제에 대한
미국측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기재한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 문의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
물질안전과 (전화 063-238-3233)

년
주

월

일

소 :

수출단지명 :
성

명 :

(연락처 :

)

첨부 : 미국 수출용 배 봉지 견본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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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미국 수출용 배 봉지 승인대장

No.

214

승인일자

단지명

제조업체

규 격

봉지종류

처리약제

방수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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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검사대 및 수출과수원 표지판 규격
가. 검사대 규격

나. 수출과수원 표지판 규격
30 cm
농가번호(Grower Number)
25cm

면적(Acreage)
수량(Quantity)
주소(Address)
이름(Name)

(Signs of Pear Export Orchards for Export to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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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한국산 감귤류 과실과 연관된 미국의 검역 병해충
<해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nacanthocoris striicornis 자귀나무허리노린재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te coerulea 암청색줄무늬밤나방
Bastilla maturata 보라끝수중다리밤나방
Calyptra lata 금빛갈고리밤나방
Calyptra thalictri 갈고리밤나방
Carbula humerigera 참가시노린재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pseudoceriferus 뿔밀깍지벌레
Ceroplastes rubens 루비깍지벌레
Chrysodeixis eriosoma 붉은금무늬밤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Drosicha corpulenta 짚신깍지벌레
Epuraea domina 애넓적밑빠진벌레
Epuraea fallax 밑빠진벌레아과 일종
Eucorysses grandis 긴광대노린재
Eudocima fullonia 애으름밤나방
Formica japonica 곰개미
Glaucias subpunctatus 기름빛풀색노린재
Helicoverpa armigera 왕담배나방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Megymenum gracilicorne 톱날노린재
Mimela flavilabris 애삼나무풍뎅이
Mimela splendens 풍뎅이
Mimela testaceipes 별줄풍뎅이
Miridiba coreana 검정풍뎅이아과 일종
Mocis undata 큰구름무늬밤나방
Nezara antennata 풀노린재
Ophiusa tirhaca 황색검은점띠밤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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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esia emarginata 작은갈고리밤나방
Oraesia excavata 갈고리밤나방
Palomensa angulosa 북방풀노린재
Panonychus elongatus 잎응애과 일종
Parlatoria ziziphi 깍지벌레아과 일종1)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Plautia stali 갈색날개노린재
Protaetia brevitarsis 흰점박이꽃무지
Protaetia orientalis 점박이꽃무지
Pseudococcus cryptus 귤애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 가루깍지벌레과 일종
Scirtothrips dorsalis 볼록총채벌레
Tarsonemus sp. 먼지응애과 일종
Thrips palmi 오이총채벌레
Toxoptera odinae 붉나무소리진딧물
Unapsis yanonensis 화살깍지벌레1)
Vespa mandarina 장수말벌
<병>

Alternaria sp. (A. alternata 및 A. citri 제외)
Capnodium tanakae 귤나무그을음병
Capnophaeum fuliginodes
Cladosporium sp. (C. herbarum 제외)
Colletotrichum sp. (C. acutatum, C. coccodes 및 C. gloeosporiodes 제외)
Elsinoe australis 오렌지더뎅이병
Elsinoe sp. (E. fawcetti 제외)
Guinardia sp. (G. bidwellii 및 G. mangiferae 제외)
Limacinia japonica
Microsphaeopsis sp.
Phaeopeltis japonica
Xanthomonas cirti subsp. citri 감귤궤양병2)
상기 목록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분류동정 및 검토 결과 검역조치를
취하거나 동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음
1) 고착성 깍지벌레로 식용 과실에서 발견 시에는 검역처분 대상이 아님
2) 침지소독 한 경우 식용 과실에서는 검역처분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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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
Acacia spp(아카시아속)

Eriobotrya spp.(비파나무속)

Polygonum spp.(마디풀속)

Acer spp.(단풍나무속)

Fagus spp.(너도밤나무속)

Populus spp.(사시나무속)

Albizia spp. (자귀나무속)

Ficus spp.(무화과나무속)

Prunus spp(벚나무속)

Aralia spp. (두릅나무속)

Grevillea spp(=Stylurus spp.)

Psidium spp.

Betula spp. (자작나무속)

Hedera spp.(송악속)

Pyracanthus spp.(피라칸수스속)

Broussonetia spp. (닥나무속)

Hibiscus spp.(무궁화속)

Pyrus spp.(배나무속)

Cajanus spp.

Ilex spp.(감탕나무속)

Quercus spp.(참나무속)

Camellia spp.(동백나무속)

Juglans spp.(가래나무속)

Rhododendron spp.(철쭉속)

Carpinus spp.(서나무속)

Koelreuteria spp.(모감주나무속)

Rhus spp.

Carya spp. (히코리속)

Lagerstroemia spp.(배롱나무속)

Robinia spp.(아까시나무속)

Castanopsis spp.(잣밤나무속)

Lindera spp.(생강나무속)

Rosa spp.(장미속)

Casuarina spp.

Liquidambar spp.(풍나무속)

Rubus spp.(나무딸기속)

Catalpa spp.(개오동나무속)

Litchi spp.

Sageretia spp.(상동나무속)

Celtis spp.(팽나무속)

Maackia spp.

Salix spp.(버드나무속)

Cercidiphyllum spp.(계수나무속) Mallotus spp.

Sapium spp.

Cercis spp.(박태기나무속)

Malus spp.(사과나무속)

Sophora spp.(회화나무속)

Chaenomel spp.

Melia spp.(멀구슬나무속)

Sorbus spp.(마가목속)

Cornus spp.(층층나무속)

Morus spp.(뽕나무속)

Styrax spp(때죽나무속)

Corylus spp.(개암나무속)

Olea spp.(올리브속)

Toona spp.

Cotoneaster spp.(섬개야광나무속) Parroita spp.

Ulmus spp.(느릅나무속)

Crataegus spp.(산사나무속)

Persea spp.

Vernicia spp.

Cryptomeria spp.(삼나무속)

Photinia spp.(홍가시나무속)

Vibernum spp.(산분꽃나무속)

Cydonia spp.

Pinus spp.(소나무속)

Ziziphus spp.(대추나무속)

Elaeagnus spp(보리수나무속)

Platanus spp.(플라타너스속)

※ 기주식물 중 Aesculus spp.(칠엽수속), Alnus spp.(오리나무속), Castanea spp.(밤나무속),

Fraxinus spp. 및 운향과(Rutaceae) 식물류[예, Altaniata spp. Citrus spp.(감귤속),
Fortunella spp.(금감속), Poncirus spp. 등]는 다른 병해충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에서
이미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상기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Acacia spp. Acer spp. Camellia spp. Malus spp. 및 Prunus spp.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 본 목록은 미국 연방규정(§319.37)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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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
Abies spp.(전나무속)

Latania spp.

Adonidia spp.

Leersia spp(겨풀속, 종자만)

Aiphanes spp.(마로니에속)

Leptochloa spp.(드렁새속, 종자만)

Allagoptera arenaria

Leucanthemella serotina

Areca spp.

Livistona spp.(fan palm)

Arenga spp.(sugarpalm)

Mahoberberis spp.(종자포함)

Arikuyroba spp.(arikury palm)

Malus spp.(사과나무속)

Bambuseae (대나무류, 종자포함)

Mangifera spp.(카사바속)

Berberis spp. (매자나무속, 종자 포함)

Manihot spp. (카사바속)

Borassus spp. (palmyra palm)

Mascarena spp.

Caryota spp. (fishtail palm)

Morus spp.(뽕나무속)

Castanea spp. (밤나무속)

Nannorrhops spp.(mazaripalm)

Chaenomeles spp. (모과, 명자나무속)

Neodypsis spp.(palm)

Chrysalidicarpus spp.(butterfly palm)

Nipponanthemum nipponicum

Chrysanthemum spp.(국화속)

Pelargomiun spp.

Cocos spp.

Phoenix spp.(야자속)

Corypha spp.

Poaceae (포아풀과)

Cydonia spp.(quince)

Pritchardia spp.

Dictyosperma spp.(Princess palm)

Prunus spp. (아몬드, 살구, 체리, 찔레, 자두,

Elaeis spp.(oil palm)

넥타린, 복숭아 등 벚나무속, 종자 포함)

Erianthus spp.(plumegrass)

Pyrus spp.(배나무속)

Fabaceae(=Leguminoceae 콩과식물)

Ravenea spp.(palm) 과육이 있는 모든

Fragaria spp.(딸기속)

종류의 종자,

Fraxinus spp.(물푸레나무속)

Solanum spp.(감자속)

Gaussia spp.(ilumepalm)

Theobroma spp. (카카오속)

Gossypium spp.(목화속)

Trachycarpus spp.(windmill palm)

Howae spp. (sentry palm)

Veitchia spp.

Hyophorbe spp. (palm)

Vitis spp.(포도나무속)

Ipomoea spp.(고구마속)

Zizania spp. (줄풀속, 종자만)

※ 본 목록은 미국 연방규정(§319.37)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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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 신청서
성

신 청 인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생산자 조직명)

직

기관주소

책
(전화:

(국문)

)
(국문)

단 지 명

대 표 자
(영문)

(영문)

(국문)

단 지 명
단지주소

생산예상량(톤)
(영문)

단지면적(㎡)

관리책임자

성

명

주

선 과 장

품

참여농가수(호)
생년월일

소

주요 시설 및
장비

목

수 출 국

수출계획량

전년도
수출실적(톤)

(톤)

위 (농산물명) 수출검역단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출단지 대표

농림축산검역본부
※ 붙임서류
1. 수출단지 참여농가 목록 각 1부
2. 수출검역단지 선과장 내역서 각1부
3.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및 평면도 1부
4. 생산단지 지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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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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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 수출단지 참여농가 내역
품종별 재배면적(㎡)
연번

농가명

품종별 생산예상량(톤) 품종별 수출계획량(톤)

주 소
계

기타

계

기타

계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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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출검역단지 선과장 내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품명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시

선과기

비페로몬 예찰트랩
설치유무

검사대

설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전화 :

)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수출단지
관리책임자

성

명

저장고번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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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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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지정번호 :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일련번호

(국문)
신청 기관

대 표 자

(생산자 조직명)

(영문)

(국문)

(국문)

단 지 명

단지 주소
(영문)

(영문)

단지면적(㎡)

참여농가수(호)

품 목

수 출 국

관리책임자

연락처

국가별

선과장 주소

참여농가 목록

별

첨

위 (농산물명)의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인)

붙임 1. 수출 참여농가 목록 각1부
붙임 2. 수출검역단지 선과장 내역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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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품목명)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지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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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일자

수출국

수출단지 주소
(전화번호)

수출단지명

대표자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단지
면적
(㎡)

참여
농가수
(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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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대미 (

)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

(Application to Inspect [

다음의 대미 (

] Export Area for Export to the U.S.)

) 수출과수원(온실)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신청합니다.

(Inspection of the following [

] orchards (greenhouses) for export

to the U.S. is requested.)

날짜(Date) :
주소(Address) :
소속(Title) :
이름(Name) :

To: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Regional or District Office)

품목
(Name of
Commodity)

주소
(Address)

농가번호
(Grower No.)

예상 수확시기
(Est. Time of
Harvest)

면적
(Acreage)

예상 수출량
(Est. Export
Quantity)

비고
(Remarks)

주의(Note)
1. 임대한 과수원일 경우 비고란에 표시(In the remarks column rented farm should be
specified.)
2. 수출지역의 지도 첨부(A map of the producing area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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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대미 (

) 수출단지 (

(Inspection Record for [

차)재배지 검역 결과

] Export Area for Export to the U.S.)

(Immediately after bagging or preharvest)

신청인(Applicant) :
식물검역관(Plant Quarantine Officer) :
검사일자(Inspection Date) :

단지 명
(Area Name)

농가 번호
(Grower No.)

식물검역관 검역 결과
(Plant Quarantine Officer Inspection)
봉지씌우기(Bagging)※:
병해충 발생상태(Pest Outbreak Status):
방제 상태(Control Status):
비고(Remarks):

※ 배의 경우에만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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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대미 (

)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합격 증명서

(Eligibility Certificates for [

] Export Area for Export to the U.S.)

번호(No.):
일자(Date):
주소(Address):
이름(Name):

지역본부･사무소(Regional or District Office)

다음과 같이 대미 수출용

(

) 재배지 검역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have passed the [

] growing area

inspection for export to the U.S.)

단지 명
(Area Name)

주소
(Area Address)

재배 면적
(Cult. Area)

농가 번호
(Grower No.)

비고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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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대미 수출용 (
(Storage Notice for [

대미 수출용 (

) 저장 통지서
] for Export to the U.S.)

)를 다음과 같이 저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

] for export to the U.S. have been put

into storage as follows:)

일자(Date):
주소(Address):
이름(Name):

To: __________

일괄해외현지검역
증명서 번호
(Master PPQ Form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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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Regional or District Office)

단지 명
(Area
Name)

수량
저장 장소 저장 방법 저장 기간
(Quantity) (Place of (Method of (Storage
Storage)
Storage)
Period)

수출항
비고
(Port of
(Remarks)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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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대미 수출용 (

) 재고 잔량표

(Inventory Sheet for Korean [

])

No-

식물검역증명서 No.

로 증명됨. 일자:

(Certif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No.

일자
(Date)

, 카톤 수:
, Dated

For

cartons)

선적 일자
식물검역증명서
선박 명
목적지
수량
잔량
검사자
(Date of
번호
(Vessel) (Destination) (Quantity) (Balance)
(Inspector)
Shipment)
(Ph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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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신청자
(Applicant)

이름
(Name)

전화번호
(Telephone)

주 소
(Address)

품 목 명
(Item)

수
량
(Quantity)

생산지역 명
(Producing Area)

선과장 명
(Packinghouse)

운송방법
(Means of
conveyance)

수출일자
(Date of export)
해외현지검역
증명서 번호
(No. of PPQ
Form 203)

도착지 주소
(Address of
consignee)

식물검역증명서
번호(No. of
Phytosanitary
certificate)

상기 화물은 개인 소비용이 아닌 상업용으로서, 미국 도착 시까지 상자를 개봉하거나 병해충에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유지하는데 동의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shipment is for commercial purpose, not for
consumer consumption, and agree that safeguarding measures will be maintained
until arriving in the U.S. including that the package would not be opened or be
exposed to the risk of pest contamination during transportation.)

년

월

일(Date)

신청인:

확인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Signature of the Korean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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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ture of applicant)

사무소)

식물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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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신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양묘장 소재지
(양묘장명)

면적

양묘장
형 태

재배계획
품목

수출계획

수령 수량 연도 수량

비고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양묘장 형태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망실 등을 기재
2. 양묘장의 위치를 신청서의 이면에 약도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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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
등록
일자

양묘장
등록번호

양묘장 소재지
(양묘장명)

면 적

양묘장
형 태

※ 양묘장 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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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전화
(팩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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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
성

년차)재배지검역 신청서

명 :

생 년 월 일 :
주

양묘장명

소 :

양묘장 주소

식물명

재식※
연도

관리
수량

생육
상태

비고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재식연도 : 1년차 재배지검역의 경우 최초 재식예정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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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 등록번호 :
□ 양묘장명 :
□ 양묘장주소 :

식물명

관리
수량

재식
일자

재배지검역상황
검사일자

검출 병해충

기타 특이사항※

검역관

※ 특이사항 : 양묘장의 시설변동 및 관리상황, 병해충 관리상황,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분재
관리수량 변동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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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

등록번호
(양묘장명)

대표자
성명

수출용 분재 관리상황
면적
식물명

재식년도 관리수량

당해연도
수출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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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1일 선과량
(M/T)

총면적(㎡)

시

설

검사대 및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침지소독조
(ℓ)

선과장 주소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선과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저온저장고
또는
상온저장고

창고번호

소 유 자
(대표자)

면적(㎡)

수용량(M/T)

비고

상기와 같이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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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09.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선과장
등록번호

등록
선과장명
일자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소)

소유자명
선과
총면적
(대표자) 전문가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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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대미 수출용 토마토 생산시설 호박과실파리 예찰기록대장
 등록번호 :
 트랩설치 :

년

월

일

 예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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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자

트랩번호

(연/월/일)

(내부 또는 외부)

조사자명

호박과실파리 발견
유무(형태/개체수)

비고

제2017-64호

10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10.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점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6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
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 12. 27.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64호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심비디움묘(Cymbidium spp.)와 호접란묘(Phalaenopsis
spp.)에 적용한다.

제2조(재배매체) ①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8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재배매체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된 재배매체는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제3조(우려병해충) 미국으로 수출되는 적용대상 식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하는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총채벌레(Dichromothrips smithi)
2. 난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dendrobiorum)
3.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4. 들민달팽이(Deroceras varians)
5. 사철나무탄저병(Colletotrichum boninense)
6. 검역적으로 중요하거나 미국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기타 병해충

제4조(재배온실) 적용대상 식물은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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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이중문이어야 한다.
2. 환기구와 개구부(출입구 제외)에는 그물 간격 0.6mm 이하의 망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3. 바닥은 모래, 흙, 잡초, 식물병해충 및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4. 재배용수는 깨끗한 지하수, 수돗물 또는 끓이거나 소독한 빗물 등 병해충의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재배벤치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46cm 이상 높이이어야 하며 모든 벤치다
리에는 달팽이 등 연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판으로 감싸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인 전 온실 내부 전반에 대해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7.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트랩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대상 식물체와 재배매체를 보관 또는 포장하기 위한 모래, 흙, 토양, 잡초
및 병해충이 없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5조(온실 승인 절차)
① 적용대상 식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추가로 온실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규
정된 온실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
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온실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
2호서식의 온실 승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첨부하여 그 결
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소(이하 “APHIS”라 한다)는 제12조의
현지조사 기간에 신규 신청된 온실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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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승인된 농가 및 시설목록 등 매년 승인현황(변동사항
포함)을 APHIS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APHIS는 승인현황을 미국의 재식용식물 매뉴얼에 게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제6조(온실 승인취소)
① 온실 및 재배요건 등 수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실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재배농가 또는 수출자가 자진하여 시설 전체 또는 개별 온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승인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온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요건)
① 승인된 온실에서 재배될 적용대상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상태로만 온실로 반입될 수 있다.
1.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
2. 식물검역관의 검사결과 식물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배매체가 부착
되지 않은 묘
3.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시킬 종자 또는 포자
② 조직배양 플라스크 묘는 온실에 반입 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
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본 식물은 반드시 승인된 온실 내에 재식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이 검사하여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받
아야 한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④ 모본 식물이 국산인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
출할 수 있다. 다만, 온실 내에서 직접 발아를 통해 생산된 식물체는 예외로
한다.
⑤ 모본 식물이 수입산인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수
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시「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한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재배만으로 수출 가능하다.
⑥ 수출용 식물은 승인된 온실 내에서 재식된 이후 최소 4개월 이상 지속적
으로 재배되어야 수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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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승인된 온실 내에는 미국 수출용 적용대상 식물만 재배되어야 한다.
⑧ 재배자는 각 식물체에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온실 내 반입 일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⑨ 재배식물과 관계없이 온실 내에서 개미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미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재배식물과 재배매체는 모래, 흙, 토양, 잡초, 병해충이 없는 장소에서 보
관되고 포장되어야 한다.
⑪ 적용대상 식물과 재배매체가 승인된 시설 간에 이동할 경우 병해충에 감
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 검역) 식물검역관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재배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제3조의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끈끈이트랩 조사, 재배매체의
병해충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일지 비치여부 및 일지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용수의 청결여부와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감염혐의가 있는 식물체, 재배용수 및 재배매체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농림축산검역
본부를 통해서 APHIS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시정사
항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면서 온실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온실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체와 재배매체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30일 이내에 온실 내에서 수출
검역을 받아 하며, 수출 전까지 식물체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재배일지를 확인하여 제7조 재배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 물량의 2%를 샘플링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없는지 검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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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장재료 및 선적 컨테이너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⑤ 수출자는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10에 따라 포장용기 또는 물품에
아래사항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품목(일반적인 특성) 및 수량
2. 재배 국가 및 지역
3. 발송인(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4.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5. 발송인의 확인 표시와 번호
6.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수입허가서 등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이 화물은 7 CFR 319.37-8에 따른 재배, 보관 및 운송 요건에 적합
함”(The plants meet the conditions of growing, storing and
shipping in compliance with 7 CFR 319.37-8)
2. 식물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배자의 이름(또는
회사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승인된 재배자 : 홍길동”(The approved
grower : Hong Gil-Dong)
3. 호접란묘의 경우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 “CITES협약 부속서 II에 정의된 바에 따라 인공 번
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Specimens artificially propagated
as defined by CITES, included in appendixⅡ)

제11조(수입검역)
① 적용대상 식물은 미국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며,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적용대상 식물은 USDA/PPQ의 Plant Inspection Station(16개소, 이하
'PIS'라 한다)이 있는 항구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PIS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현지조사)
① APHIS는 요건의 이행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현지조사 수행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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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배상황과 승인된 재배시설의 검역·포장·
선적장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수출절차가 본 요령과 미국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PHIS를 대신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APHIS 담당자는 수출 프로그램의 운영검토 및 상호간 문제점 해결을 위
해 한국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

제13조(수출중단)
① 미국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해당 재배자는 원인이 밝혀
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미국으로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미국 수
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③ 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수출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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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승인된 재배매체 목록
1. 물이끼(sphagnum moss, 수태)
2. 하이드로볼 등(baked expanded clay pellets)
3. 석탄재(coal cinder)
4. 코이어(coir, 야자열매의 딱딱한 과피를 이루고 있는 섬유)
5. 코르크(cork)
6. 유리솜(glass wool)
7. 유기섬유(organic fibers)
8. 무기섬유(inorganic fibers)
9. 이탄(peat)
10. 펄라이트(perlite)
11. 페놀포름알데히드(phenol formaldehyde)
12. 플라스틱입자(plastic particles)
13. 폴리에틸렌(polyethylene)
14. 고분자 안전화 전분(polymer stabilized starch)
15. 폴리스틸렌(polystyrene)
16. 폴리우레탄(polyurethane)
17. 암면(rock wool)
18. 요소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
19. 고흡수성 고분자(stockosorb superabsorbent polymer)
20. 질석(vermiculite)
21. 화산암(volcanic rock)
22. 비석(ze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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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USDA/PPQ의 PIS 16개소 위치
주명(PIS 개소 수)

도시명

Arizona(1)

Nogales

California(3)

El Segundo, South San Francisco, San Diego

Florida(2)

Miami, Orlando

Georgia(1)

Atlanta

Guam(1)

Barrigada

Hawaii(1)

Honolulu

Maryland(1)

Beltsville

New Jersey(1)

Linden

New York(1)

Jamaica

Puerto Rico(1)

Carolina

Texas(2)

Los Indios, Humble

Washington(1)

SeaTac

* PIS의 위치 최신정보 및 상세정보는 www.aphis.usda.gov/planthealth/pi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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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미국 수출용 (

)묘 재배 온실 승인 신청서

(국문)
온실명
(영문)
재배식물명 (국문)

(학명)

재배물질명 (국문)

(영문)
출입구 환기구와 개구부
0.6mm 망
이중문
설치 유무
유무

면적
(㎡)
온실
현황

온실
소재지

구획당
황색/청색
끈끈이트랩수

벤치
높이
(cm)

바닥상태

벤치다리 동판
등 설치여부

온실 승인 전 온실소독 계획

(국문)
(영문)
주

소

재배자

(전화:

)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재배온실 승인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동 요령 및 수출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과 식물검역관의 재배온실 출입을 허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온실 평면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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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미국 수출용 (

)묘 재배 온실 승인서

(국문)

온실등록번호

온실명
(영문)

재배식물명

(국문)

(학명)

재배물질명

(국문)

(영문)

면적(㎡)

(국문)
온실 소재지
(영문)

주

소
재배자

(국문)

재배자
성

등록번호

명
(영문)

생년월일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4조의
온실요건에 적합하여 미국 수출용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 재배온실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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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재 배 일 지
온실 반입 전 검역일자

년

월

일

검사자

[ 온실현황 ]
온실명
(면적)

(

재배자

㎡)

온실소재지
[ 재배 일반현황 ]
재배식물명
(재배물질)

(

)

원산지

재배수량

재배용수원

수입일자

수입 시
소독여부

[ 재배 세부 기록표 ]
Lot 번호

온실 내
첫 재식일자

분갈이일자

소독일자

기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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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

기타 :

팩스 :

이중문□,
)

망으로된 문□(망눈금 사이즈 :

수태(물이끼)□

미사용□ 사용□

형태

이전 사용여부

재배매체

기타□(

기타□ (
)

cm)

콘크리트□,

보관상태

기타□(

금속□,

46cm 미만□(높이 :

고형물□

나무□

합성수지(PTFE)□

동판□

달팽이 방제 조치

철망□

상판 :

46cm 이상□

벽돌□

다리 :

높이

구조

벤치

)

)

안전보관□,

기타□(

)

)

보완조치필요□ (

)

소독주기 :

소독

소독약제명 :

흙(있음□, 없음□), 식물잔재물(있음□, 없음□), 잡초(있음□, 없음□), 병해충(있음□, 없음□)

위생상태

)

분리□, 미분리□ (미분리 상태 기술:

망 미설치된 개구부 또는 훼손여부(있음□, 없음□) (위치･상태 :

망 설치□ (망눈금 사이즈 :

단일문□,

)

국산□, 수입산□ (수출국 :

수출 예정시기 :

자갈 (전체□, 작업통로 등 일부만□) 콘크리트(전체 : □, 작업통로 등 일부만□)

자동으로 담힘□,

기타 (

맨바닥 □

유리온실 □

작업자수 :

재배수량 :

온실등록번호

전화번호 :

온실 점검표

분화 작업공간/온실

환기구

출입문

바닥

온실구조

온실

온실주소 :

재배자성명 :

온실명 :

[별지 제4호서식]

)

)

부□

부□

부□

흙･모래 유□

위생조치

무□

미국 수출 전용여부

전용공간 여부

병해충 유□

검사일자:

방제주기 :

개월

동정자 :

)

미전용□ ② 저장공간 : 전용□ 미전용□
기타(

)

) )

)

검사자 :

)

롯트번호부여

미구분□ ② 저장공간 : 구분□ 미구분□

회/

무□

① 포장공간 : 전용□

① 포장공간 : 구분□

있음□ (병해충명 :

재배공간과 구분여부

없음□

기타 분석사항

선충검사 실시 : 여□

비치 : 여□

방제력비치 : 여□

검역결과

검사자

검역일자

검역주기

공간구분 여부

포장 및 저장공간

검출병해충

분석

방제기록부

방제약제명

방제계획

병해충관리상황

재배지검역

위생조치

4개월 (이상□, 미만□)
표식(라벨링)
병해충(있음□ 없음□) 잡초(있음□ 없음□)
해충･잡초 등 있는 경우 기술(

온실 반입된 기간

기타 □(

여□ 부□

온실내(종자발아 등) □

출처

온실외□(출처내역 :

온실내 □ (종자발아 등)
온실외 □ (출처 : 조직배양묘 □,
검역일 :
검역결과 :
지하수□
수돗물□
빗물□
기타□(
)

모본식물
출처
반입전 검역
재배용수
수출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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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90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토마토 생
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3. 7. 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
개정 2016. 8. 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90호

제1조(적용대상 산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제2조(운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
제3조(수출요건) ① 생산 온실의 요건 및 등록
1.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에 토마토 생산 온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4. 예찰조사 결과 베트남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온실은 베트남 수출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② 선별장의 요건 및 등록
1. 수출 화물의 감자뿔나방에 대한 소독은 한국의 등록된 선별장에서 소독
처리 하여야 한다.
2. 선별장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희망하는 1농가 이상의 농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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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를 확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별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제출한 선별장 및 온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
장 또는 사무소장은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선별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를 선별하고자 하는 선별장에는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선별장을 관리하는 자는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소독 및 선별중 병
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토마토를 격리 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선별장에는 생산 온실을 확인 및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
어야 하며, 상자 또는 파레트에 온실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선별장 내에서는 [붙임 1]의 14종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도록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온실 및 선별장 등록 정보의 제출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 개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등록된
온실 및 선별장 목록을 베트남 식물보호국(이하 “식물보호국”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베트남측의 요청에 따라 토마토 온실의 재배절차, 선별장의 표준 선별절차
및 기타 관련 변경사항은 등록된 온실 및 선별장 목록과 함께 식물보호
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④ 14종 검역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0)의 병해충 무발생 포
장 설정 요건에 따라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을 지정,
유지 및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은 식물보호국에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기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종 병해충의 무발생 확
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동 현지 조사는 수확 시기 1개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비용은 수
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식물보호국은 병해충 무발생 포장 확인을 위하
여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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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식 예찰조사를 통하여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립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포장에 대한 예찰조사는 재배지 조사 및 생과실 절개 검사를 포
함하여 재배기간 및 수확 전에 최소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무발생 농가 내 등록된 온실 목록을 식물보호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동안에 예찰조사 결과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식
물보호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농가는 수확 이후에도 14종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확된 생과실에 대한 식물위생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⑤ 감자뿔나방에 대한 사전 소독처리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소독처리를 하고 수출을 희망할 경우 [붙임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소독 처리 시 기밀도 검사, 적정량의 투약 여부, 최
종 농도 확인 등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소독 관련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 포장 및 표기
1. 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
되지 않아야 한다.
2. 소독처리 및 검사가 완료된 생과실은 새로운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에 사용된 목재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5)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수출 농가는 베트남 수출용 모든 토마토 상자에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
도록 “베트남 수출용" 표시, 온실등록번호 및 선별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 한다.
⑦ 감시 절차(수출을 위한 사전 조치)
1. 최초 수출시즌의 수출 시기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실 및 선별장을
등록하고 감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붙임1]의 14종 병해충의 무발생 상태 유지를 위
하여, 매년 수출 시즌 초기에 선별장과 온실의 시설이 식물검역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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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이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베트남 수출 개시 이전 토마토 재배 기간 중에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을 위한 예찰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5. 식물보호국은 상기 감시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초 수출 시기 초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는 수출 개시 이전에 반
드시 식물 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 절차에는 훈증소독 처리, 기밀도 검사, 최종농도 확인 기록 등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포함된다.
7.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은 1-2주가 될 것이며 등록된 농가와 실험실 업무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명의 베트남 전문가(해충학자, 병리학자,
바이러스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 현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국의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 화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0.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식물보호국은 수출
프로그램 중단 및 현지에서 위험관리방안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적
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식물보호국이 다시 수출을 승인할 경우 수
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적절한 시정조치가 적용되었다고 식물보호국이
만족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

제4조(선별)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선별 및 포장 과정을 통하여 화물이 검
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식물보호국과 협의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별절차를 통하여 수출용 토마토에 베트남의 우려병해충 및 흙, 줄기, 잎
등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선별은 등록된 선별장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관리·감독 하에 완
료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별장에서는 식물 위생요건 적합성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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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경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과정에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하며, 식물보호국에서 기록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
여야 한다.
⑤ 선별절차는 온실과 선별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베트남 수출 토마토의 검역
병해충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고 과실표면에 불필요한 유기물질 부착과 포장
및 표기요건에 대한 적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사전 처리 및 수출검역을 완
료한 개별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은 화물 당 2%의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에 대하여 한국 식물검역
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결과 [붙임 1]의 14종 병해충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며, 식물보호국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절차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붙임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야하며 동 사항 확인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아래의 부기사항
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토마토는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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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역추적할 수 있도록 온실 등록번호, 선
별장 등록번호, 상자수량,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및 이동) ① 포장된 화물 및 포장재는 포장과정, 저장과정, 이동과정
에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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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생과일이 선별장에서 선적 컨테
이너로 직접 운반될 경우 컨테이너가 봉인되어야 하며 베트남 도착시까지 개
봉되어서는 안된다.
③ 화물은 베트남 도착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베트남 식물보호국의 도착지 표적검사) ①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베트남 식물보호국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
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
실은 [붙임 1]의 14종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출검역 시 살아있는 검
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④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요건의 재검토) ① 식물보호국은 상당한 양의 교역이 이루어진 이후 또는
생산지의 식물 위생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행 요건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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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목록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Diaporthe phaseolorum var. sojae (Lehman) Wehm
Phomopsis longicolla Hobbs
Stemphylium vesicarium (Wallr.) E.G. Simmons
Verticillium albo-atrum Reinke & Berthold
Pseudomonas cichorii (Swingle 1925) Stapp 1928
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Brown 1918)
Pseudomonas viridiflava (Burkholder 1930) Dowson 1939
Alfalfa mosaic virus
Peanut stunt virus
Broad bean wilt virus
Phytophthora cryptogea Pethybr. & Laff.
Phytophthora megasperma Drechsler
Pectobacterium rhapontici(Millard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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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자뿔나방 소독처리 기준
1. 훈증상
기압 : 상압
약제 : 메틸브로마이드(CH3br)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T101-c-3 MB at NAP, 08/2010-49 PPQ/APHIS/USDA)
최소가스농도

기 온

투약량

(℃)

(g/㎥)

30분

2시간

3.5시간

4시간

≥21

32g

26

21

21

-

18-20

32g

26

21

-

19

2. 천막훈증
약제 : 메틸브로마이드(CH3br)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처리 기준)
약제명

메틸브로마이드

(CH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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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량

처리시간

기온(℃)

48

3.5

10.0-15.0

40

3.5

15.0-21.0

32

3.5

21.0 이상

(g/㎥)

기압

상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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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승인 신청서
(국문)
선별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별장
소재지

선별 과실명
검역대,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창문 등 집진시설 등 병해충
방충시설 유무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별 전문가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용량(톤)

비

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별장 및 참여농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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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승인서
선별장 등록번호 :
(국문)
선별장명
(영문)
총면적(㎡)

선 과 과실명
(국문)

선별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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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등록대장


지역본부(

사무소)

선별장 등 록 선별
코드번호 년월일 품목

선별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선별
총면적
비고
전문가명 (㎡)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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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토마토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베트남

선별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번호주)

농가명

농가주소

소 :

재배시설
온실번호

종 류

면 적

비 고

주) 코드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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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등록 생산 온실 및 선별장 목록
(수출국명 : 베트남)
온실

생산지역

등록번호

(관할구역)

선별장
등록번호

관할구역

생산자명

선별장명

생 산 온 실 주 소

주

소

면적(ha)

규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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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대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생산시설 예찰기록대장
 등록번호 :
 트랩설치 :년

월

일

 예찰사항

270

조사일자

트랩번호

(연/월/일)

(내부 또는 외부)

조사자명

병해충 발견
유무(형태/개체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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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 가로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품 명 :

수출국명 : 베트남

선별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
번호

농
가
명

재배
면적
(㎡)

소 :

재배지검역 결과주1)
검역
일자

병해충발생상황

병해충
관리상황

방제기록

병해충명

적합 또는

처리일자, 약제명,

(발생정도)

부적합

처리농도, 처리자

우려
병해충

관리
병해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검
역
관

기타주2)

주1) 재배지검역 결과 : 발생정도는 상, 중, 하 작성
주2) 기타사항 : 재배지검역결과 조치사항, 잡초방제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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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6. 1. 1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호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 이하 “딸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검역해충) 베트남에서 우려하는 딸기의 검역병해충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국화잎선충(Aphelenchoides ritzemabosi)
2. 딸기눈선충(Ditylenchus acris)
3.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제3조(수출단지 등록) ①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 하고자 하는 수출단지는 그
재배시설 및 선별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
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 수출단지는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집단화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결성,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수출단지 등록을 위한 재배시설 및 선별장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재배시설은
농가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배시설 요건
가.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한다.
나.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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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배
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출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2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수출농가는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선별장 요건
가. 선별장에는 부패된 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
시설 및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장에는 출입구, 창문 등에 방충망 또는 에어커튼 등의 시설을 구비
하거나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
다. 선별장에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및 별도의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선별장에는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선별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바. 선별장에는 수출용 딸기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별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 한다.
③ 수출단지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농가
및 선별장에 대해 등록 번호 부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등록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신규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의 등록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수출농가 및 선별장에 대하여는 등록 단위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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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베트남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재배지 검역) 베트남 수출용 딸기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된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1.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9월말 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
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청한다. 최초 수
출단지(수출농가 및 선별장 포함) 신청을 한 경우 첫 해에는 수출단지등록
신청서 제출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재배지검역 실시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확 전
까지 농가별로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식물검역관은 농가별로 딸기 과일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과실
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
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다.
나. 채취한 샘플에서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
산된 딸기는 수출에서 제외한다.
다. 재배지검역 실시결과 제3조제2호의 재배시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수출에서 제외한다.
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이 완료된 후 농가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농
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제6조(선과) ① 선별장 관리책임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농가에서 생산된 딸
기만이 선별장에 반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별장에서는 부패과, 변형과를 선별하여 제거하고,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포장재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가공
되지 않은 식물을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For Vietnam" 표시와 함께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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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2. 선별장명(또는 등록번호)
③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 및 운송) ① 베트남 수출용 딸기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별장 관리책임자는 딸기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장이 완료
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
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한다.
② 수출검역 신청 시 베트남식물검역당국(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phytosanitary import permit)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농가의 등록 및 재배지검역 결과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에 대
하여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 중 베트남측 검역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동 수출검역은 선별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⑤ 수출검역에서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에서 제외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각의 화물에 대
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 “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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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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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착지 검역) ① 베트남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베트남의

검역규

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베트남의
검역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③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베트남 측은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이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은 베트남 검역당국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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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 신청서
성

신청인

명

생년월일

기관명

직

(생산자 조직명)
기관주소

책

(전화:
(국문명)

(국문명)

단지명

대표자
(영문명)

단지명

)

(국문명)

(국문명)

단지주소

생산예상량
(영문명)

단지면적(㎡)

수출단지 관리자

성
주

재배농가수

명

생년월일

소

선별장
주요 시설 및 장비

품

목

수출국
전년도
수출실적

수출계획량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딸기 베트남 수출단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출단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00 지역본부장 또는 00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후보지의 재배지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배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1부
2. 생산단지 지도(1/25,000) 1부
3. 선별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평면도 및 주요시설 및 장비 목록 1부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사본 1부
5. 원예전문생산단지 등록서(원예전문생산단지로 등록된 단지의 경우)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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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딸기 베트남 수출 참여농가 목록
등록
번호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지번)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재배면적
(㎡)

재 배
주 수

생산예상량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가 등록번호는 G-검역지코드-일련번호(예: 창원사무소일 경우 “G-36-○○”)
* 1개 농가에 여러개의 재배시설이 있을 경우, 모든 재배지 주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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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수출단지 선별장 내역서
등록번호

P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별 과실명
검사대, 조명
장치 유무

시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집진시설 등 병해충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설

(국문)

선별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유자

(전화 :

)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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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서
(국문)

신청 기관

대표자
(영문)

(국문)

(국문)

단지명

단지 주소
(영문)

(영문)

단지면적(㎡)

참여 농가수

품 목

수출국

수출단지 관리자

선별장명

재배지 목록

(등록번호）

별

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딸기 베트남 수출단지로 등
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00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붙임 1. 딸기 베트남 수출 참여농가 목록 1부
붙임 2. 수출단지 선별장 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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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장
등록 등록
번호 일자

품목

수출국

단지주소
(전화번호)

수출단지명

대표
자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단지면적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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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베트남 딸기 수출 재배지검역 신청서
(Application to Inspect Strawberry Export Area for Export to
Vietnam)
다음의 베트남 딸기 재배시설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신청합니다.
(Inspection of the following strawberry greenhouses for export to Vietnam is
requested.)

날짜(Date) :
주소(Address) :
소속(Title) :
이름(Name) :

To:

지역본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Regional or District Office)

농가명
농가번호
(Name of grower) (Grower No.)

주소
(Address)

예상 수확시기
(Est. Time of
Harvest)

면적
(Acreage)

예상 수출량
(Est. Export
Quantity)

비고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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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베트남 딸기 수출단지 재배지 검역결과
(Inspection Record for Strawberry Export Area for Export to

Vietnam)

신청인(Applicant) :
식물검역관(Plant Quarantine Officer) :
검사일자(Inspection Date) :
단지 명
농가 번호
(Area Name) (Grower No.)

식물검역관 검역결과
(Inspection results)
병해충 발생상태(Pest Outbreak Status):
방제 상태(Control Status):
실험실정밀검사(Lab. test):
비고(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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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베트남 딸기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합격 증명서
(Eligibility Certificates for Strawberry Export Area for Export to

Vietnam.)

번호(No.):
일자(Date):
주소(Address):
이름(Name):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Regional or District Office)
다음과 같이 베트남 수출용 딸기 재배지 검역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strawberry growing area field inspection for export
to Vietnam)

□ 단지명(Area Name) :
농가 번호
농가명
(Grower No.) (Grower Name)

주소
(Area Address)

재배 면적
비고
(Cult. Acreage)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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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00호

13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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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4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
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 2.2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1호
개정 2019. 4. 2. 농림축산검역보부 고시 제2019-14호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 내 브라질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
업적으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제2조(참여기관)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
gency)”라 한다)
2. 브라질 식물위생부(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과수원”이라 함은 배 생과실을 수출요건에 부합되게 재배와 관리를 하기 위
하여 APQA에 등록 및 승인된 배 생과실의 재배지를 말한다.
2. “수출선과장”이라 함은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
관하기 위하여 APQA에 등록 및 승인된 시설을 말한다.
3. “실험실”이라 함은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하여 APQA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
실을 말한다.
4.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시기별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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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병해충 및 사용되는 약제의 잔류기간의 분석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침을 말하며, 주간 정보 간행물을 포함한다.
5. “검역롯트”라 함은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수출과수원에서 생
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된 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요건) ①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배 생과실의 생산을 위한 배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식
재되어 있어야 한다.
2. 브라질 수출용 배 생과실의 재배자는 [별표 1]의 한국산 배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병해충 관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
야 한다.
가. 병해충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배 생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5월에서 6월 사이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라. 수출과수원 예찰에서 [별표 1]의 한국산 배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APQA에 알려야 한다.
3. 배 생과실 수확 시에 사용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
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은 선과 전에 모든 장비의 청결을 유지하여 배 생과실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화물의 적재 구역에는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하며,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방충망 등을 사용하여 병해충 침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에는 저장창고, 검사대, 적절한 조명시설, 해부현미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선과 전의 과실, 출입구, 환풍구, 문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
4.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지를 마련하여
APQA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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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 ①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
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
보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을 위하여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 본부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한국산
배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과수
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
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
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
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
다. [별표 1]의 한국산 배와 관련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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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 1]의 한국산 배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동정을 의뢰하고 신
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⑤ 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

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
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⑥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7조(선과 및 포장) ① 모든 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배 생과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선과, 검역, 포장, 저장 및 수송되어야 하며,
APQA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④ 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
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되어야 한다.
⑤ 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해야 한다.
⑥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포장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Packinghouse Code
Orchard Code
To Brazil
⑦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흙, 잎,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⑧ 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하여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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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배 생과실은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 전 배 생
과실, 타 국가 수출용 및 내수용 배 생과실,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분리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⑩ 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
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1]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부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
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
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
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

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
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
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
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
onilinia fructigena.”
(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
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

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
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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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
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

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검출 사항을 본부에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역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
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수출과수
원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
보(수출과수원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출식물검역 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른다.

제9조(브라질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① DSV는 수입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조치된다. DSV는 APQA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양국 간 합의한 병
해충위험분석 또는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
단할 수 있다.
④ 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
된다.

제10조(기타) ① 등록 및 승인된 수출과수원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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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
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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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병해충 관리상황 기록부
 수출과수원명: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

 수출과수원 주소:
 수출과수원 면적:

㎡

 방제상황
○ 봉지를 씌운 일자:

년

월

일

○ 약제 방제조치 및 병해충 발견 현황
일련번호 방제일자

방제 약제명

병해충
발견일자

병해충명

비고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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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수출선과장명: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검역롯트 구성
일련
확인일자 (해당 수출과수원 감독 또는 수출검역 결과
번호
등록번호)

식물검역관
성명

)
비고
(특이사항)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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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등록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국문)
(영문)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 (국문)
(영문)
연간 재배계획
수출과수원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수확
기간

수확
예상량
(㎏)

연간 수출계획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

비고

(국문)
(영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

과수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수출과수원 위치를 표시한 지도 1부를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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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수출과수원
일자 등록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수출과수원 소재지

면적
(m2)

대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수출과수원 등록번호는 G-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
(예 :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G-30-○○”)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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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검사대, 조명시설,
해부현미경 유무

저온창고 유무
시

설

적재구역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국문)
주

소
(영문)

(전화 :

)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유지온도℃)

저온저장고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

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및 위치도 1부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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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선과장명

소재지

소유자명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

비고

※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는 P-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
(예 :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P-30-○○”)
297㎜×210㎜[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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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목록
<해충 12종>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Tetranychus truncatus (뽕나무응애)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병 5종>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겹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abinae (European pear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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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9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
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8.2.2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9호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아르헨티나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과수원”이란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말한다.
2. “수출선과장”이란 아르헨티나 수출용 배 생과실의 저온 보관 창고를 포함
하는 선과시설을 말한다.
3. “APQA”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4. “SENASA/DNPV”란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을 말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①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APQA 지역본부장·사무소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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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결과 및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하여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APQA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결과 및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 본부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관리) ① 수출과수원은 별표 1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병해충 관
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병해충 감염방지를 위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③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한다.

제6조(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① APQA 검역관은 별표 1의 아르헨티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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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
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
2. APQA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상황의 기록 및 보관 여부
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
다.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별표 1) 유무
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② APQA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
당 수출과수원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APQA 검역관은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APQA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APQA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7조(선과 및 포장) ① APQ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이 미등록
된 과수원산 배 생과실과 혼입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APQA는 등록번호가 표시된 수확상자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④ 모든 배 생과실은 병해충 피해, 기형, 착색 불량, 과숙, 미숙 또는 다른
종류의 피해를 나타내는 과실제거를 위해서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수출선과장은 선과장과 그 주변 지역에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
염원(잡초 종자, 잎 등)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출선과장은 수출 화물의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 잡초 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아르헨티나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For Argentina”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APQA는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배 생과실이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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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⑨ 아르헨티나 수출용으로 포장된 배 생과실은 선적 전까지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이나 다른 종류의 과실·
채소류와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8조(국외생산지검역) ① SENASA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
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② 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SENASA/DNPV에 아르헨티나 검역관의 국외
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외출장 기준에 따
라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APQA는 별표 1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 무감염
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
다.
1. 각 화물의 총 포장상자에서 2%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출검역에서 내부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절
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APQA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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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별표 1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
았음.”)
2.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s and export packinghouses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3.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제10조(항공화물의 봉인)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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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2. 파렛트는 테이프로 봉인하고 APQA 스탬프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APQA의
검사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배 생과실은 Buenos Aires 항구와 Ministro
Pistarini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로 수입될 수 있다. 필요 시,

SENASA/DNPV는 입항지 추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화물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SENASA 검역관은 각 화물의 상태와 서류를
확인할 것이다.
③ 수입검역에서 별표 1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의 수입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중단
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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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과수원 등록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국문)
(영문)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 (국문)
(영문)
연간 재배계획
수출과수원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수확
기간

수확
예상량
(㎏)

연간 수출계획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

비고

(국문)
(영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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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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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과수원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수출과수원
일자 등록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수출과수원 소재지

면적
(m2)

대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수출과수원 등록번호는 G-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
(예 :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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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검사대, 조명시설,
해부현미경 유무

저온저장고 유무
시

설

적재구역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국문)
주

소
(영문)

(전화 :

)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유지온도℃)

저온저장고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318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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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선과장명

소재지

소유자명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

비고

※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는 P-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
(예 :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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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과수원 병해충 관리상황 기록부
 수출과수원명: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

 수출과수원 주소:
 수출과수원 면적:

㎡

 방제상황
○ 봉지를 씌운 일자:

년

월

일

○ 약제 방제조치 및 병해충 발견 현황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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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일자

방제 약제명

병해충
발견일자

병해충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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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4종)
✓ 진균(4)

Alternaria kikuchiana (배나무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겹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해충(23종)
✓ 응애(2)

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azawai (차응애)
✓ 딱정벌레목(1)

Rhynchites heros (복숭아거위벌레)
✓ 나비목(9)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 (=C. niponensis)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Ectomyelois pyrivorella (배명나방)
Othreis fullonia (애으름밤나방)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 노린재목(11)

Aphanostigma iakusuiense (콩가루벌레)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rubens (루비깍지벌레)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Diaspidiotus ostreaeformis (닮은조개깍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배나무굴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
Psylla pyrisuga (배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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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23호
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정 2003.4.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 4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 12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 76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52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93호
개정 2012.12.1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2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 96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67호
개정 2016.11.1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01호
개정 2019.5.1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 23호

1. 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EU의 관련규정
가. 비유럽 국가산 분재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지침(2000/29/EC)
나.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
승인(2002/499/EC, 2010/646/EU)
다.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
문(EC Decision 2012/138/EU)
라.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
문(EC Decision 2015/893/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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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
가. 이 요령을 준수하여 EU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분재류(이하 “EU 수출
용 분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락하늘소 기주식물(20) : 단풍나무속(Acer spp.), 마로니에(Aesculus

hippocastanum), 오리나무속(Alnus spp.), 자작나무속(Betula spp.), 서
어나무속(Carpinus

spp.),

감귤나무속(Citrus

spp.),

개암나무속

(Corylus spp.), 섬개야광나무속(Cotoneaster spp.), 너도밤나무속
(Fagus spp.), 배롱나무속(Lagerstroemia spp.), 사과나무속(Malus
spp.), 플라타너스속(Platanus spp.), 사시나무속(Populus spp.), 배나무
속(Pyrus spp.), 버드나무속(Salix spp.), 느릅나무속(Ulmus spp.),

Prunus laurocerasus, 장미속(Rosa spp.), 층층나무속(Cornus spp.,) 및
산사나무속(Crataegus spp.)
(2)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15) : 단풍나무속(Acer spp.), 칠엽수속
(Aesculus spp.), 오리나무속(Alnus spp.), 자작나무속(Betula spp.),
서어나무속(Carpinus spp.), 개암나무속(Corylus spp.), 계수나무속
(Cercidiphyllum spp.), 너도밤나무속(Fagus spp.), 물푸레나무속
(Fraxinus spp.), 모감주나무속(Koelreuteria spp.), 피나무속(Tilia
spp.), 플라타너스속(Platanus spp.), 사시나무속(Populus spp.), 버드
나무속(Salix spp.), 느릅나무속(Ulmus spp.)
(3) 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에 해당하는 다음의 품종들(이하 “3개 속
분재”라 한다)
① 소나무속 :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Pinus pentaphylla)
② 향나무속 :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눈향나무(J. chinensis var.

sargentii), 노간주나무(J. rigida) 등
③ 편백나무속 : 편백(Chamaecyparis obtusa), 황금편백(C. obtus var. filicoides) 등
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 중 줄기 및 뿌리의 직경 또는 가
장 굵은 부분이 1cm 미만인 식물은 이 요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 수출시점에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에 접목된 유목의 경우,
가장 굵은 부분의 직경이 1㎝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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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요령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재류는 EU의 다른 검역요건이
요구될 수 있다.

4. 양묘장 등록 및 취소
가.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양묘장이 “5. 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
(2) 별지 제3호서식의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교부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
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 3개속 분재를 재배하는 양묘장에서 별표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양
묘장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양묘장 등록은 다음 연도부터
가능하다.
마.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5. 양묘장 요건
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은 외부와 차단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
설이어야 하며, 하늘소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환기구에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양묘장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분재의 관리
가. 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나.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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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2)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2]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른 약제 또는 열처리소독을 실시해야 함
다. 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함
(2)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2]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른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함
라. EU 수출용 분재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 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
바. 3개 속 분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리방안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양묘장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하 “표찰”이라 한다)을 제작
하고 3개 속 분재에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양묘장 대표자는 표찰을 추가로 부착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
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시 표찰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분재 목록을 관
리하여야한다.
(4) 표찰이 훼손된 경우,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교체하여야 하며, 분재에
부착된 표찰은 EU 도착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5) 3개 속 분재의 접목용으로 사용한 대목에는 생장점이 없어야 한다.

7. 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
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 할 경우,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양묘장 대표자는 관리중인 분재를 다른 수출 양묘장으로 이동하고자 하
는 경우, 수송과정에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지역
본부·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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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재의 이동 신청을 받은 양묘장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송 중 병
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적절한 경우 이동을 승인하고, 도착지 지역본
부·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이관하여야 한다.
(5) 분재를 관리이관 받은 양묘장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도착상황을 확
인하고, 수출 전까지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방법
(1)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되어야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통해서 “5. 양묘장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6. 분재의 관리” 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 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6)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
외하고,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
(7)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9)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에 따라 관리된 분
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 사후관리
(1)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된 분재에 대해서 수출 전
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는 연 2회 이상 양묘장을 방문하여 재배지검역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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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독처리
가.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 화분, 재배매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별
표 2]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소독처리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9. 수출검역
가. 검역신청
(1)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출검역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수량의 10%이상의 표본을 추출하
여 검역하여야 한다.
(2)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3)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
(다)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
(라) 기타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
재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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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부기사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로 기재
되어야 한다.
(가) 3개 속 분재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02/499/EC and 2010/646/EU" (이 화물은 Decision
2002/499/EC 및 2010/646/EU의 규정에 부합함)
(나) 알락하늘소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2/138/EU" (이 화물은 Decision 2012/138/EU의
규정에 부합함)
(다)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5/893/EU” (이 화물은 Decision
2015/893/EU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함)
(라)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공통 기주식물 :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12/138/EU and
2015/893/EU" (이 화물은 Decision 2012/138/EU 및 2015/893/EU의
규정에 부합함)
(3) 특정 분재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지침(2000/29/EC)에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재한다.

10. 행정사항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별지 제9호서식) : 매년 10월말까지
(2) 전년도 수출검역실적(별지 제10호서식) : 매년 4월말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분재 대EU 수출
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2호, 2012.12.17.)은 폐지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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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16-67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101호, 2016.1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부터 식재하는 분재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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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U 검역병해충 목록
○ Juniperus속 식물
- Aschistonyx eppoi Inouye
- Gymnosporanguim asiaticum Miyabe ex Yamada and G.

yamadae Miyabe ex Yamada
- Oligonychus perditus Pritchard et Baker
- Popillia japonica Newman
- EC내에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타 유해생명체
○ Chamaecyparis속 식물
- Popillia japonica Newman
- EC내에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타 유해생명체
○ Pinus속 식물
-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 Buhrer) Nickle.
- Cercoseptoria pini-densiflorae (Hori ＆ Nambu) Deighton
- Coleosporium phellodendri Komr
- Coleosporium asterum (Dietel) Sydow
- Coleosporium eupatorii Arthur
- Cronartium quercuum (Berk.) Miyabe ex Shirai
- Dendrolimus spectabilis Butler
- Monochamus spp.(non European)
- Popillia japonica Newman
- Thecodiplosis japonensis Uchida ＆ Inouye
- EC내에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타 유해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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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소독처리 기준

소독방법

처리조건

처리방법

처리가능 대상

약제소독*

살균제, 살충제,
살선충제

스프레이 또는 침지소독
(혼합 또는 단독처리)

분재(식물체),
재배매체, 화분

121℃ 이상

2시간 이상 건열처리

열처리소독

재배매체, 화분
121℃ 이상 /2기압

30분 이상 증열처리

* 약제소독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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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신청서
대표자 : (국문)
(영문)
생년월일 :
양묘장 주소(연락처) : (국문)
(영문)

양묘장명

면적 양묘장 식물명
(학명)
(m2) 형태

재배
주수

식부
수출국
년수

수출예정 수출예정
비고
수량
연도

(국문)
(영문)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양묘장 형태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 등으로 기재
2. 접목일 경우 비고란에 대목의 품종 및 수령을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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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
양묘장명

양묘장

(양묘장 주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 양묘장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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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No.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
Bonsai Nursery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EU export

1. 양묘장 등록번호 :
(Nursery registration number)
2. 양묘장명 :
(Name of the nursery)

3. 양묘장 주소 :
(Nursery location)
4. 대표자 성명 :
(Name of the representative)
5. 대표자 생년월일 :
(Representative's date of birth)
상기 양묘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요건에 적합하여 등록된 양묘장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nursery is registered with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EU export.)

년

월

일

Date.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APQA OO Regional (District) offic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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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신 청 자 :
생년월일 :
양묘장 주소(등록번호) :

식물명(학명)

재배주수

식부년수

수출국

수출예정
수

수출예정

량 연

도

EU 수출용 분재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비고란에는 접목일 경우 대목의 품목 및 수령을 기입할 것
2. 수입국의 품목별 수입허용(또는 수입계획)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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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표찰
1. 색상 : 청색

2. 형태
○ 앞면

○ 뒷면

○ 측면

3. 표기사항
○ 앞면 표기사항 : 6자리 코드번호
- 코드번호 구성 : 지역본부･사무소 전산코드(00), 양묘장등록번호(00),
재식연도(00)

○ 표기의 크기와 종류
- 숫자 : 중고딕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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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검역관 :
(제 ○ 차)

(인)

양묘장 등록번호
식

물

명

검역일자
수
검 역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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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성

명

신청자

양묘장 주소
(등록번호)

식물명

학명

생년월일

합격수량

검역신청
수

량

표찰번호

비 고

수 량

위 분재는 EU로 수출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함.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지역본부(사무소)

일
식물검역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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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

1. 수출대상국 :
2. 수

출

자 :

3. 양묘장 등록번호 :
4. 식물명, 품종, 수량, 재식년도
5. 소독처리사항 (처리일자, 사용약제, 처리방법 등 기술)
- 분재 :
- 화분 및 재배매체 :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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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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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양묘장별 EU 수출용 분재 재배현황

양묘장명
(등록번호)

대표자

면적
(㎡)

식물명
(학명)

재식수량
재 식
년 도

수 량

수출
대상국

수출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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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검역실적
검역신청
수출국

합 계
344

양묘장명

합 격

불 합 격

식물명
(학명)

건수

수량
(A)

건수

수량

합격률

(B)

(B/A)

건수

수량

사유

제201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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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7-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 8. 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1호
개정 2018.10. 5.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28호

제1조(적용대상 및 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감귤류에 대하여 EU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감귤류(Citrus L., Fortunella Swingle, Poncirus
Raf, Microcitrus Swingle, Naringi Adans, Swinglea Merr 및 그 교잡
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생과실”이라 한다)을 EU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EU 관련규정과의 관계) ① 이 요령에 대한 EU 관련규정은 EC Plant
Health Legislation Directive 2000/29/EC이다.
②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선과장 등록 및 취소) ①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제4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면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선과 개시 전 선과장을 점검하고 제4조제2항의 요건에 부
적합할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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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EU 국가로 5년간 수출 실적이 없거나,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 선과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과장 대표
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선과장 요건) ①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
역본부･사무소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② 선과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실 표면을 살균할 수 있는 소독 설비
2. 수출 전까지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3. 병해충 감염과 및 부패과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4. 외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구 및 창문 방충시설(고무커튼, 에어
커튼, 방충망 등)
5.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내·외부 청결 상태 유지
6.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제5조(재배지검역) ① EU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선과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농림축
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과실 수확 이전에 EU 측이 지정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과수원 및 주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배지검역 신
청자에게 불합격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제6조(선과 및 포장) ①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 선과 및 검역기간 중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감귤류만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감귤류 생과실은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이와 동등
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로 소독처리 하여야한다.
③ 선과장 대표자는 선과 과정에서 과경(꽃자루)과 잎이 부착된 감귤류 생과
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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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귤류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⑤ 선과가 완료된 감귤류 생과실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소독, 선과, 포장에 관한 절차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등록된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
의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EU 측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 및 과경과 잎의 혼
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과실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
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Ⅳ.A.I. points 16.1, 16.2.
option(d), 16.3. option(a), 16.4. option(d) and 16.5. option(a)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동 과실은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ANNEX Ⅳ,

PART A Section Ⅰ: 16.1,

16.2(d), 16.3(a), 16.4(d) 및 16.5(a)에 부합함)
③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출식물 검역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수출식물의 검
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른다.

제8조(보관)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감귤류는 수출 전까지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 장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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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귤류 생과실에 대한 EU의 검역병해충 목록
Xanthomonas citri pv. citri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Cercospora angolensis Carv. et Mendes
Phyllosticta citricarpa (McAlpine) Van der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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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EU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1일 선과량
(M/T)

총면적(㎡)

시

설

검사대 및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소독시설

선과장 주소

소 유 자
(대표자)

선과 책임자

저온저장고
또는
상온저장고

주

소

(전화 :

소

속

성명

성

명

전화번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M/T)

)

비고

상기와 같이 EU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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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EU 수출용 감귤류 재배지검역 신청서

대표자

선과장명

신 청 인
주 소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예상량(톤)

수확예정일자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 EU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재배지검역 신청 농가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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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EU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선과장
등록번호

등록
일자

선과장명

지역본부(사무소)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대표자)

선과
전문가명

총면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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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0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
검역본부고시 제2016-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정 2001.12. 3,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1- 4호
개정 2009. 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5호
개정 2011. 2. 8,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1- 2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8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4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5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4호
개정 2016.3.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8호
개정 2019.6.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40호

제1장 배 생과실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이스라엘 농업농촌개발
부 식물보호검사원(이하 "식물보호검사원"라 한다)이 합의한 본 요령에 따라
한국은

관련된

병해충위험을

최소화하여

이스라엘로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라 한다)을 수출하기 위함이다.
제2조(검역병해충) 이스라엘의 검역병해충은 자료나 문헌상에 한국에서 배에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해충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357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privatana)
배꽃바구미(Anthomonas pomorum)
콩가루벌레(Aphanostigma iakusuiense)
사과좀나방(Argyresthia conjugella)
잎말이나방류(Cacoecia spp.)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복숭아명나방(Dichocrocis punctiferalis)
등나무가루깍지벌레(Dysmicoccus wistariae)
배명나방(Ectomyelois pyrivorella)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갈색잎말이나방(Pandemis heparana)
긴손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조개깍지벌레(Pseudaonidia duplex)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iotus perniciosus)
복숭아거위벌레류(Rhynchires spp.)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뽕나무응애(Tetranychus truncatu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병원균
검은무늬병(Alternaria kikuchiana)
겹무늬병(Botryosphaeria dothidea)
겹무늬병(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삼방적성병(Gymnosporangium shiraianum)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yamadae)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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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트리아가지마름병(Nectria galligena)
검은별무늬병(Venturia nashicola)
이 목록은 화물에 묻어 이동할 수 있는 병해충이나 한국에서 배에 새로이
발생된 병해충 등과 같은 모든 검역병해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수출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를 취한다.

제3조(일반 요령) ① 품질 기준 품질 요령은 이스라엘의 품질기준이나 UN/ECE
기준에 따른다.
② 품종 제한 본 요령은 배의 모든 품종에 적용된다.
③ 계절 및 수량 제한 수출에 있어 계절 또는 수량에 따른 제한은 없다.
④ 시험기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조건하에서 한국이 요령에 맞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시험기간은 즉시 시작되며, 2년 후에 끝난다. 만약 시험기간이 성공

적으로

끝난다면, 시험기간 후에도 식물보호검사원의 추가 통보 없이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
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식물보호
검사원 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 식물보호검사원은 수확기간 중 언제든 선적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동 조사의 일정은 14일전까지 통보한다. 동 방문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과 동행한다.
시험기간 동안 검역병해충의 발견, 부적절한 문서 또는 다른 요령의 위반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지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의무) ① 생산지 요령 배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재
배적 관리와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스라엘에 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가한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재배자명과 과수원 구분번호에 의해 구분한다. 농림
축산검역본부은 수출과수원 목록과 수출과수원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수
출 시작 전에 식물보호검사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배만 재배
하여야 한다. 다른 과일나무나 다른 작물이 있는 과수원은 수출과수원에서
제외한다. 수출과수원의 모든 배는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살충제와
살균제가 처리된 이중봉지를 씌워야 하며, 선과장에 도착할 때까지 봉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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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지 않아야 한다. 봉지가 손상된 과일은 이스라엘로 수출할 수 없다. 수출
과수원은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지역은 공식적인 예찰에 따라 가지
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은 곳으로 인정된 지역이다. 수출과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향나무가 없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복숭아
또는 다른 핵과류 과수원이나 방치된(관리하지 않은) 배 과수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배과정에서의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에는 복숭아심식나방 및 복숭아순나방이
실질적으로 없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에는 최소한 과실수확 6주전 동안 잿빛
무늬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과거 2년 동안 산호세깍지벌
레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벚나무응애, 차응
애, 뽕나무응애가 없어야 한다. 4월부터 수확시까지 매월 1회, 1.5ha당 10
주 이상을 과수원 중앙부와 4곳에서 표본추출한 후, 각 나무의 각기 다른
부분(꽃/과실 포함)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숙한 잎을 채취한다. 채취한
잎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응애 전문가의 분류동정을
받아야 한다. 예찰 결과는 선적 시작 2주전까지 식물보호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에는 적성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항에서 열거한 병
해충이 존재하는 과수원은 자동적으로 해당 연도 수출과수원에서 제외된다.
③ 생산지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병해충의 기록 및 통보 예찰 결과에 따라
한강 이남 지역은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다. 한강 이남 지역
에서 동 병이 발견되면 즉시 식물보호검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새로운 병
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식물보호검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 요령 및 표시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은 승인된 선과장(이하 "선과
장"이라 한다) 목록을 선적개시 전에 식물보호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
과장에는 자동 콤푸레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봉지는 선과장에 도
착한 후에 제거하여야 하며, 배는 봉지제거 후에 1차 선별하고 자동 콤푸레
셔로 해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 다음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확대
경을 이용하여 검역하고 크기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한다. 포장 상자는 사용
된 적이 없는 새것이어야 한다. 각 상자에는 선과장명, 생산자명 및 수출과
수원 번호(또는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각 상자에는 'approved for
Israel'이라는 표시가 붙어야 하고, 각 파렛트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어야 한
다. 이스라엘 수출 전에 승인을 위해 이용될 라벨의 예시와 상자의 사진을
식물보호검사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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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출품의 취급 및 저장 검역, 포장된 상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적될
때까지 구분되어 저온창고에 저장되어야 한다. 상자는 외부에 방치, 노출되거나
선과장에 들어오는 과실이나 불합격된 과실 등과 가까이 놓여서는 안 된다.
⑥ 선적전 검역 배는 선적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해 병해
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표본은 선과장에서 공식적으로 추출되
어야 하며 그 양은 다음과 같다.
더미크기 : 1 ∼ 2,000 상자 표본크기 : 30 상자
2,000 ∼ 10,000 상자 50 상자
10,001 이상 상자 100 상자
이 표본은 각 파렛트로부터 파렛트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더미와 당해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은 당해 연도
의 수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⑦ 선적요령 화물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seal로 봉인되어야 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seal번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적화물에는 병해충, 흙, 모래, 잎 및 과일꼭지를 제외한 식물 잔재물(목질
부 포함)이 없어야 한다. 파렛트가 목재일 경우 사용 전에 식물보호검사원이
인정할 수 있는 MB 소독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 증명서를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반 서류) ① 식물보호검사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와 부기사항 수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은 화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본을 선박의
선장에게 제출하고, Bet Dagan의 식물보호검사원 본부에도 송부한다. 수입
자는 도착지 항구의 식물보호검사원 사무실에 수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
1. 부기사항
"본 화물은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배에 대해 양국이 2001년 10월
23일 체결한 검역협정에 부합된다. 이 과일은 한강이남에 위치하고 반경
200m 이내에 향나무속이 없는 과수원에서 재배되었다. 또한 동 과수원에는
적성병이 없고 최소한 수확전 6주 동안에 잿빛무늬병이 없으며, 최근 2년
동안 산호세깍지벌레가 없었고 예찰 결과 벚나무응애, 차응애 및 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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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복숭아순나방 및 복숭아심식나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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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per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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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물의 컨테이너 seal번호
③ 필요한 추가정보 매년 과실생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음 사항을 식물
보호검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목록(등록번호 포함)과 지도
2. 선과장 목록
3. 응애류 예찰 결과를 선적 시작 2주 전에 식물보호검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 시작 10일 전까지 식물보호검사원에 포장 시작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식물보호검사원의 책임사항) ⓛ 현지검역 식물보호검사원의 현지검역은
필요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지검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적전 현지조사, 표본추출 및 시험 제4조 참조
③ 도착지 검역 식물보호검사원 검역관은 수출 식물검역증명서가 이스라엘
의 수입허가요령과 본 요령에 맞는지 확인한다. 식물보호검사원 검역관은 화
물에 병해충, 흙, 모래, 잎 및 목질부(과실꼭지를 제외)를 포함한 식물잔해가
있는지 검역한다. 식물보호검사원 검역관은 화물의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시에 검역 및 표본 추출을 한다. 표본은 검역관의 재량으로 무작
위 추출되고 검역된다. 병해충이 발견되면 표본을 실험실로 보내 분류동정을
실시하며, 당해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④ 검역조치
화물이 이스라엘 수입항에 도착하였을 때, 화물이 요령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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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반입금지, 원산지로 반송, 소독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다. 선적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한국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다. 응
애류에 대한 적절한 분류동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화물에 응애가 실질적으
로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 동 화물은 한국측의 응애 예찰 결과에 따라 통관
된다. 이후의 실험실 분류동정 결과 검역대상 응애류의 존재가 밝혀지면 확
인과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을 중지하고 이후의 선적분에서 응애
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 분류동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수
입자는 식물보호검사원의 조치사항 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폐기,
제거 또는 반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독처리가 가능
할 경우 수입자 동의 하에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독할 수 있다. 식물
보호검사원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이를 농
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한다.

제7조(승인) ①적용 본 요령은 폐지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위에서 언급
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양측은 언제라도 본 요령의 변
경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 2년 후 본 요령의 내용은 재검토될 것이
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식물보호검사
원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배가 이스라엘이 정한 요령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배와 관련하여 병해충발생에 변화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의 협의를 통해 배 수입을 중지하거나 요령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접목선인장)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의 대목과 접수
로 접목된 선인장으로서 직경 10cm, 초장 30cm 이하인 뿌리 없는 선인장
(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목

Cereus peruvianus
Eriocereus jusber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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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ocereus tortuosus
Hylocereus trigonus
Myritillocactus geometrizans
2. 접수

Bolivicereus samaipatunus
Chamaecereus silverstrii
Eriocactus leninghausii
Gymnocalycium baldianum
Gymnocalycium michanovichii var. friedrichii
Notocactus scopa
제3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① 이스라엘로 접목선
인장을 신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
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년도 2월 1
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 서식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
되어야 하며, 양묘장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
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
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
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
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
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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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양묘장에 번호를 부여한 다음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매년 3월 1일까지 이스라엘 식물보호
검사원(이하 “PPIS”라 한다)에 등록된 양묘장 명단을 통보한다.

제4조(양묘장 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및 별표 1과
별표 2외의 새로운 병해충(이하 “새로운 병해충”이라 한다)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
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
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
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접목선인장이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접목선인장과 구분 관리될 수 있는
곳일 것

제6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4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5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
고 등록취소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검역) ① 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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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배 중에 연 3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양묘장은 최소 3주 간격
으로 2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을 갱신한 양
묘장은 최소 1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
2. 양묘장내 생육 활성기 접목선인장 모수의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Cactus mild mottle virus 무발생
3.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무발생
4. 제4조의 이행여부
② 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
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제6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은 즉시 PPIS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현장에서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제8조(소독처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Imidacloprid 0.015%
2. Dimethoate 0.01%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한 다음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독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 ① 제7조제1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
선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
관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하고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농림수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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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2%이상의 표본을 추
출하여 검역하여야 하고 최소 250단위 이상의 수량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인장
이 수확된 양묘장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을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양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PISS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수출검역 합격기준)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PIS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
2.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이 없을 것
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 식물체의 지하부분이 없을 것
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포장상자의 외면에는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 접목선인장 종명 및 수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5. 포장재료로 사용된 용기 또는 파렛트가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국제교
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에 따라 소독처리
되고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제12조(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
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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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양묘장 이름과 번호
2. 제8조제1항의 소독처리 내용
3. 부기 사항
“이 화물은 대한민국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이스라엘 수출 양자 검역협
의문 2008년 6월 5일에 따라 모수는 생육 활성기 중에 공식적으로 검역
되었으며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Cactus mild

mottle virus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목선인장은 수출 전 공식적으
로 검역되어 Brevipalpus russulus, Incilaria confusa와 다른 모든 검
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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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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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출 중단)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식물검역관에 의해 시정
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출이 중단된다.
②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모수를 사용한 접목선인장이 양묘장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양묘장의 수출이 중단된다.
③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 및 소독장소에 반입 또는 혼
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
당 포장 및 소독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④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소독처리되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된 경
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제14조(수입검역) ①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PPIS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② 수입검역에서 이 요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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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반송조치 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는 원산지에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④ 이스라엘측 식물위생요령이 준수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접목선인장의
병해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의하에 대한민국산 접목
선인장 수입요령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물량제한 및 시범기간) ① 수입요령 합의 후 최초 3회 선적분은 1,000주
이하로 물량이 제한된다.
② 2년간의 시범기간 중에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이 요령의 이행이 실
패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③ 부적절한 문서가 문제될 경우에는 화물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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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이스라엘 검역병해충 목록

1. Diaspis boisduvalii 양란깍지벌레
2. Brevipalpus russulus 선인장애응애
3. 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깍지벌레
4. Phytophthora cactorum 역병
5. Erwinia chrysanthemi 무름병
6. Cactus X potexvirus 모자이크병
7. Cactus mild mottle virus 비모란모자이크병
8. Incilaria confusa 민달팽이
9. Bladisia sp. 혹파리

370

18.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별표2]

이스라엘 비검역병해충 목록
1. Fusariun oxysporum Schlecht.

줄기썩음병(Stem rot)

2. Glomerella cingulata (Stoneman) Spauld. 탄저병(Stem rot)
3. Rhizoctonia solani Kűhn

밑둥썩음병(Bottom rot)

4. Atracromorpha bedeli (=Atracromorpha lata)

섬서구메뚜기(differentiate

grasshopper)
5.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citrus mealybug)

6. Cactodera cacti Krall & Krall 선인장씨스트선충 (Cactus cyst nematode)
7. Helicotylenchus dihystera (Cobb) Sher 고추나선선충(Spiral nematode)
8. Meloidogyne javanica (Treub) Chitwood

자바니카뿌리혹선충 (Javanese

root-knot nema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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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장 주소

이름 (국문 및 영문):
(회사명) :
및 연락처:
:
및 연락처 :

양묘장형태

대목･접수명

양묘장 크기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소독 및 포장장소 주소

주 : 1. 양묘장형태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기재
2.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위치는 신청서의 이면에 약도로 표시할 것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 및 포장장소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년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
재배자 :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조」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고자 하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등록 양묘장
수출자 성명
수출자 주소
재배자 성명
재배자 주소

[별지 제1호서식]

등록일자

양묘장번호

[별지 제2호서식]

양묘장 이름
(국문 및 영문)

양묘장

주소

양묘장형태

수출자 성명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
재배자 성명

소독 및 포장장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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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역 기록부
양묘장 명:
등록번호 :
검역일자
수

량

검역 차수
식물검역관 (인)

검역 결과

조치사항

검역일자

검역 차수

수

량

조치사항

검역일자

검역 차수

량

검역 결과

식물검역관 (인)

조치사항

주 : 재배지 검역을 3회 이상 수행 시 추가의 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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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 (인)

검역 결과

수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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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소독실시 확인서

1. 수

출

자 :

2. 양묘장 이름 및 등록번호 :
3. 수

량 :

4. 소독일자 :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주 : 수입국의 수입허용(또는 수입계획)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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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1호
식물방역법 제18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 년 7 월 23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8. 7. 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품
종의 배(Pyrus spp) 생과실(이하 “인도 수출용 배”라 한다)을 인도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이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된 인도 수출용 배
생과실을 선별(또는 선과), 포장 및 저온처리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선과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조직에서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요건에 따라 선과장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선과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도 측 검역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우려하는 검역
병해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Aculus schlechtendali (혹응애 일종)
2.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3.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4.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5. Harmonia axyridis(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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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7. Peridroma saucia (뒷흰날개밤나방)
8. Botry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 (겹무늬병)

제4조(선과장 요건) ① 선과장의 출입문과 창문은 인도 측 검역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출입문과 창문에 망을 씌우거나,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검역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1. 검사를 수행할 견고한 테이블이 있을 것
2. 크기가 작은 해충을 볼 수 있는 조명(검사대 상단면에서 500Lux 이상)이
있을 것
3. 실내에 위치하고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4.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
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③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④ 선적 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할 경우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온도감지기가 설치되고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2. 0.0℃이하로 40일간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저온처리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1인 이상이 지정되어있을 것

제5조(선과장 등록) ① 한국산 배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하
려는 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선적) 개시 7일 전까
지 선과장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역
본부･사무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는 수출선과장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
내에 현지 출장하여 선과장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 배를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하려는 자는 등록된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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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과장 대표자, 선과장 관리책임자 및 저온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선과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관할 지
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저온처리) ① 저온처리는 선적 전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에 실시한다.
② 저온처리는 인도 수출용 배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등록된 선과장의 저
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서 0.0℃ 이하에서 40일간 처
리되어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선과장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가 0.0℃ 이하로 도달
한 것을 확인하고 봉인한다.
④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식물검역관이 입회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선과) ① 선과장 대표는 과실 선과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
출용 배 생과실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에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농산
물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컴프레셔를 사용한 공기세척 또는 솔세척
등을 실시하여 부착된 해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은 매일 선과작업 및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청소를 하여 청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① 한국산 배를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용 배
생과실 선과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신청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 배 생과실 선과계획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식물
검역관이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 건별로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인도 측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처리하
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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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역 후 합격된 화물은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
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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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ry
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
2. 저온처리사항
가.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
“이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
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ent.”
나.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
“이 화물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shall be cold-treated at a temper
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ransit.”
⑤ 항공화물인 경우,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
할 수 없도록 그물망(그물 간격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봉인
할 수 있다.

제9조(보관 및 운반) ① 한국산 배를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하려는 자는 저온
처리 된 생과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의해 등록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해당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후 저장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산 배를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하려는 자는 저온처리 후 30일 이상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장된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시 기
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
할 때에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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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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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출선과장 등록신청서

수출선과장
총면적(㎡)

시

설

선과 품명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선과기

검사대(조명시설)

비페로몬 예찰트랩
설치유무

선과장 소재지
주

소

(전화 :

성

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저온처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

소 유 자

저온처리시설

소 유 자

전화번호

면 적(㎡)

수 용 량

소 재 지
번

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저장고

년

월

신 청 자

일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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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출용 배 생과실 선과계획서
수 신 :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한국산 배 생과실 인도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인도
수출용 배에 대한 선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선과계획
선과일자

저온처리 기간

품 종

선과예정량(kg)

년

월

수출선과장 대표

수출검역희망일

비 고

일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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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법률 제 14839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①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등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② 등록된 선과장에 대한 병해충 예찰 및 재배지검역
③ 수출 농산물에 대한 역추적성 확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① 수출 선과장대표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등록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
② 선과장 관리책임자 및 저온처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등록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③ 저온처리책임자의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보유기간 : 수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② 이용기간 : 상기 보유기간과 같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 제공기관

①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그 산하기관 또는 단체(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
수출입조합 등) 및 지방자치단체
② 수입국의 정부기관(식물검역기관 및 한국 주재 대사관)

2.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① 수출선과장 병해충 예찰, 재배지검역, 안전성 검사, 수출컨설팅, 농약
안전사용지도 및 수출 지원 등
② 수입국 도착지에서 식물검역문제 발생 시 역추적 자료로 활용

3.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① 수출 선과장대표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등록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
② 선과장 관리책임자 또는 저온처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등록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보유기간 : 수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② 이용기간 : 상기 보유기간과 같음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상기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특정 농산물의 특정국가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동의인 주소: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297㎜×210㎜[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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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39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포도 생과
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5. 7. 2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4호
개정 2018.12. 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39호

제1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포도와 관련하여 중국측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
충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고사리그물총채벌레(Hercinothrips femoralis)
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3. 포도뿌리혹벌레(Viteus vitifolii)
4. 버티실리움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제3조(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 ①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
자 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수출하
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
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농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출 선과장 또는 생산자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
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지정신
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후보지의 재배지 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
배 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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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단지 지도(1/25,000)
3.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평면도 및 주요 시설 및 장비목록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5.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지정을 받은 경우)
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
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 참여농가 및 단지내 선과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
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군수를 경
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
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과거에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다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및 선과장 등록상황을 매년
6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중국의 해관총서(이하 “GACC"이라 한다)에 통보 한다.

제4조 (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수출단지는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집단화 되어 있어
야 한다.
2. 수출용 포도 재배 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
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수출용 포도 재배 과수원 내 또는 그 주변에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 퇴비장, 축사 또는 전정된 가지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4. 수출단지에는 그 수출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선과장 요건) 중국 수출용 포도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

여야 한다.
1. 선과장에는 부패된 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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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창문 등에 방충망 또는 에어커튼
등의 방충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선과장에는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및
별도의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
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4
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발견 시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포도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7. 선과장에는 수출용 포도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의 취소) ①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과수원의 관리) ① 재배자 또는 관리자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끈끈이 트랩 등)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한다.
② 재배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은 등록된 약제 목록을 GACC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중국 수출용 포도는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하며, 수확이 완료되어 선과
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포함)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위생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91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제7조(수확 및 선과) ① 식물검역관은 포도 수확기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낙과되지 않고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
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③ 선과책임자는 중국 수출용 포도에 곤충, 응애, 부패과, 변형과,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하며, 특히 포도송이 내
부에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
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GACC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⑤ 선과 및 포장 과정 중 무작위로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여 야 한다.
⑥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는 병해충 감염을 막기 위하여 전용창고에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만
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
워져야 한다.
②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
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봉인 라벨은 농림축
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
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
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 서
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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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
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과수원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
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⑤ 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이란 문구를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포장상자에 그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한국의 과실류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검사단위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2% 이상, 최소 600개 포도송이
2. 항공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10% 이상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
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 그리고/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포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GACC 또는 중국의 도착지
검역국(CIQ)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 포도 화물에 대해 다음사항이 부기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Batch of Grapes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Export of Table Grapes from Korea to China'
and are free of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부합하며, 중국 측이 우려
하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⑥ 중국측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GACC에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 및 운송) 선과 책임자는 포도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
장이 완료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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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감독 하여
야 한다.

제11조(중국의 수입검역) ① 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
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
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
역을 실시한다.
② 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
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④ GACC는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과수원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
야 하며, GACC는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
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현지검역) ①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젝트 개시 전,
GACC는 2명의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중국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
찰 및 방제, 포장 및 저온저장 관리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최소한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시작 첫 해에는, GACC와 농림축산검
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합동 검역을 실
시한다.
③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
출되지 못하며,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에 따라 GACC는 다음 수출 시즌 현지검역을 위한 검역관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중국 검역관의 한국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제13조(추가 위험평가) GACC는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발생 및 수입검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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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검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검역병해충 목록
조정 및 상응하는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검역본부와 적절히 협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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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 신청서
성
신 청 인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생산자 조직명)

직

책

기관주소

(전화:
(국문명)

)

(국문명)

단 지 명

대 표 자
(영문명)

단 지 명

(국문명)

(국문명)
단지주소

생산예상량
(영문명)

단지면적(㎡)
수출단지 관리자

성
주

선 과 장

품

재배농가수

명

생년월일

소

주요 시설 및
장비

목

수 출 국
전년도
수출실적

수출계획량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포도
중국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출단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00 지역본부장 또는 00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후보지의 재배지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배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1부
2. 생산단지 지도(1/25,000) 1부
3.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평면도 및 주요시설 및 장비 목록 1부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사본 1부
5.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원예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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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1)

포도 중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지번)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재배면적
(㎡)

재 배
주 수

생산예상량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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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검사대, 조명
장치 유무

시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집진시설 등 병해충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설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전화 :

)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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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서
지정번호 :

○○○○(지정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국문)
신청 기관

대 표 자
(영문)

(국문)

(국문)

단 지 명

단지 주소
(영문)

(영문)

단지면적(㎡)

품

참여 농가수

목

수 출 국

수출단지 관리자

선과장주소

재배지 목록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별

첨

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포도

중국 수출단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00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붙임 1. 포도 중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1부
붙임 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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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1)

포도 중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등록번호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지번)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재배면적
(㎡)

재 배
주 수

생산예상량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가 등록번호는 G-검역지코드-일련번호(예: 천안사무소일 경우 “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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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등록번호

P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검사대, 조명
장치 유무

시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집진시설 등 병해충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설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전화

소

소 유 자

:

)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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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장
지정
번호

등록
일자

품목

수출국

단지주소
(전화번호)

수출단지명

대표자
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단지
면적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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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중국 포도 수출 선과장 예찰기록대장
□ 선과장명(등록번호) :
선과포장일자
(월/일)

예찰시간

조사자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유무(병해충명/개체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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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중국 수출용 포도 과수원 예찰 및 방제 기록부
□ 재 배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재배지주소 :
□ 재배지 면적 :

㎡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치 사항
예찰 및 방제
일자

병해충 발견유무
(병해충명/개체수)

방제 방법
(약제명, 사용량)

비 고
(검역관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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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중국 수출용 포도 상자 봉인 라벨 등록 대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수출단지(지정번호) :
과실 품종

제품 브랜드 명칭

번호

형 식

테이프, 스티커 등

봉인 라벨

봉인 라벨 도안 또는 사진

* 봉인 라벨 샘플은 별도 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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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6. 1. 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호

제1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현미
(brown rice), 정미(polished rice) 및 절미(broken rice)(이하 “쌀”이라
통칭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검역병해충) 쌀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아래
와 같다.
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hus surinamensis (Linnaeus))
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Herst))
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5. 긴날개좀나방(Cephitinea colohella (Erschoff))
6. 곡식좀나방(Nemapogon granellus (Linnaeus))
7. 시리아수수새(Sorghum halepense)
8. 세균성벼알마름병(Burkholderia glumae)

제3조(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 ①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
합하여야 한다.
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
지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국 수
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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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
2. 쌀 가공 공정도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③ 가공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시설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
상황을 4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을 신청한 가공공장 목록을 매년 5월말까지 중국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
청한다.
⑤ 중국 질검총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신
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
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⑥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 시설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공공장 관리
자는 동 사실을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의거 요청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일비, 숙박비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제4조(가공공장의 관리)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에 다
음의 중국 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hus surinamensis (Linnaeus))
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Herst))
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② 기타 관리사항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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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공공장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
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된 가공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된 가공공장이 이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검역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출검역 또는 중국 도착지검역에서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이 반
복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쌀 수출을 시도하였거나 수출한 경우
② 등록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판단
한 경우 재등록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훈증소독 실시)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 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

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6
호, 2015.12.2.)에 따라 실시한다.
③ 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
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
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제6조에 규정된 훈증소
독을 실시한 후 수출 선적 전에 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
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4호, 2015.11.18.)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또는
기타 중국 측이 규제하는 유해생물이 발견된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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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 병해충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병해충이 제거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⑤ 중국 수출용 쌀에는 흙이 없어야 하며, 왕겨, 쌀겨, 다른 식물의 종자 및
기타 식물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쌀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내용 및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consignment of ric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Korean Rice to be Exported
to China‘ agreed on Oct. 31, 2015 by Chinese side and
Korean side.“
(이 쌀 화물은 한국 측과 중국 측이 2015년 10월 31일에 합의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쌀의 검역검사 요건’에 부합함.)

제8조(포장 및 포장 표시)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한 후 제6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포장재는 훈증제가 침
투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③ 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本产品输往中华人民共和国“(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
임)이 표기되어야 하고, 쌀의 유형(현미, 정미 또는 절미), 가공공장의 명칭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가 중국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사항은
라벨 형식으로 포장에 부착될 수 있다.

제9조(수출용 쌀의 보관 및 수송)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
② 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
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
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
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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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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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 시설 및 관리요건(제3조 관련)
* 동 요건은 중국의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및 “수출입동식물 검역법”과 그
실시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함.

1. 공장 부지 및 환경
가. 가공공장은 독립된 구역에 건설되어 있어야 한다.
나. 쌀 생산구역은 비생산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쌀 생산구역에는 생산능력에 상응하고, 식물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원료,
완제품 및 포장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과 재고 및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
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라. 공장구역의 도로는 고르고 평평해야 하며, 물과 먼지가 쌓여있지 않아야
한다.
마. 공장구역 내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고,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공장 시설
가. 가공공장의 면적 및 높이는 생산능력과 설비의 배치에 적합해야 하며, 가
공 제품의 기술 프로세스와 안전 위생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나.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 저장장소, 가공장소와 완제품
저장창고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가공공장에는 안전하게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어
야 한다.
라. 가공공장의 지면은 평평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마. 가공공장 출구와 외부와 연결된 통로에는 벌레, 쥐뿐 아니라 새와 박쥐 등 날아
다니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가공공장 내 벽, 지붕 혹은 천장과 공중 구조물은 무독, 방수, 방곰팡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재로 시공되어야 하며, 청결과 광택을 유지해야 한
다. 개폐 가능한 창문에는 벌레, 쥐뿐 아니라 새, 박쥐 등 날아다니는 동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가공공장 내에 자연 또는 인공적 조명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조명 강도는
생산 및 검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여야 하며, 고정된 조명 시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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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 가공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비가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
아. 가공공장 내 통풍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분진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가
공공장에는 통풍과 분진제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 가공공장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획된 장소와 검사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이 구비된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생산자 및 관리자
가. 생산자와 관리자는 쌀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국 쌀 수출과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식물위생 및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양국이 체결한 쌀 수출검역

요건을 숙지하고 있

어야 한다.
나. 생산자와 관리자는 가공공장에 들어갈 때,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쌀 생
산과 무관한 물품을 가공공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4. 위생관리
가. 제품의 식물 위생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
나. 공장구역 내에는 제품 품질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물품을 함께 관리, 생
산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다. 비생산 구역으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라. 원료와 완제품은 각각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며,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마. 공장구역 내에는 쥐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나 독성이 있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공장구역 내에는 쌀 생산 가공과 무관한 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안전 목
적으로 사육하는 개 등은 쌀 생산구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5. 생산 및 가공
가. 가공과정은 제품 품질 안전과 식물위생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생산 설비, 공구 및 생산 장소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 전후로 위생 청결 작업을 실시 한다.
다. 가공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제품과 재고는 완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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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장, 운송 및 완제품 저장
가.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안전 위생 표준에 적합하고 청결 하여야
한다. 포장 및 포장표시는 중국의 관련 법규와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나. 포장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포장과 외포장 자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다. 완제품 저장 창고 내부는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창고 내 물품과
벽, 지면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고 내에는 위생을 저해하
는 물품을 보관하지 않으며, 쥐와 벌레의 침입 또는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라. 운송 도구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제품의 특징에 따라 비와 먼지 등을 방
지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7. 추적 관리 및 문제 해결 시스템
가.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추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물위생 또는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8.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가. 유독 화학물질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나. 세척제, 소독제, 살충제, 액체연료, 윤활유 또는 화학시약 등에 대하여는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해 보관 및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기록해 제품, 공
구 또는 포장자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유독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유독물질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잠금 장
치를 설치해 고의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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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국 수출용 쌀 훈증소독 기준(제6조 관련)
1.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기준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약량
(g/㎥)

처리
시간
(h)

2시간후

40

24

24

14

10

30.0 이상

56

24

33

19

14

25.0~30.0

메칠

72

24

43

25

18

20.0~25.0

브로마이드

96

24

57

33

24

15.0~20.0

(CH₃Br)

120

24

72

42

30

10.0~15.0

144

24

86

50

36

5.0~10.0

약

종

12시간후 24시간후

온 도
(℃)

이상 미만
※ 소독 확인은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확인으로 하며 공시충은 투입하지 않는다.

2. 인화수소 훈증소독 기준
약

종

인화
수소
(PH3)

약량

처리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ppm)

온 도
(℃)

2.5

5일

300

21.0이상

2.5

6일

300

16.0이상~21.0미만

2.5

7일

300

12.0이상~16.0미만

(g/㎥)

※ 소독 확인은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확인으로 하며 공시충은 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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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신청인

업체명

직

책

(영문)
(국문)
업체 주소

(전화:

)

(영문)
총면적

시설면적

저장시설 면적

건조시설 면적

가공시설 면적

기타

(㎡)
빈
저장

시설
내역
및
능력

보유기수
(기)

사일로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순환식
건조

연속식

창고
저장능력
(톤)

보유동수
(동)

저장능력
(톤)

빈

사일로

보유기수 건조능력 보유기수 건조능력 보유기수 건조능력 보유기수
(기)
(톤)
(기)
(톤)
(기)
(톤)
(기)

백미(톤/일)

가공
능력

건조능력
(톤)

총보관
능력(톤)

총건조
능력(톤)

현미(톤/일)

주요 장비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장비의 종류(보유대수)
현황
연도별
수출현황
(최근 3년)

종류별

20**

20**

20**

주요수출국

현미(톤)
백미(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00 지역본부장 또는 00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공시설(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
2. 쌀 가공 공정도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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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
등록번호 :

○○○○(등록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국문)
가공공장명
(영문)

총면적(㎡)

가공 품목명

(국문)
공장 소재지
(영문)
주

소
(국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가공공장
관리자

(국문)
성

명
(영문)

투입능력

건조능력

저장능력

일일 가공능력

우수관리시설

(톤)

(톤)

(톤)

(톤)

인증여부

시 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00호「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등록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00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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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
등록
번호

등록
일자

품목

수출국

가공공장 주소
(전화번호)

가공공장명

대표자
명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공장
면적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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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5. 1. 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호
개정 2018. 2. 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
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심비디움(Cymbidium hybrida)에 대해 적용한다(절화
및 조직배양묘 제외).

제3조(재배포장의 등록) ①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심비디움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신
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 등록 후 재배자 및 재배시설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
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② 재배포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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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5월말까지 보고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상
황을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AQSIQ"이라 한다)에 통보 한다.

제4조(재배포장의 지정 요건) ① 심비디움 재배포장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재배포장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심비디움은 벤치위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③ 심비디움이 재배 중에 흙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재배포장의 바닥에는
시멘트, 비닐, 천막 또는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제5조(재배포장의 관리) ①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비디움의 재배매체는 한 종류의 재배매체만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하
지 않아야 하며, 흙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없다.
③ 재배매체는 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열처리를 하거나 약제 등으로
적절히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흙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 심비디움 재배에 사용하는 관개수는 수돗물 또는 적절히 소독 처리된 물
이어야 하고, 년 1회 이상 식물기생 선충 등 병해충 오염여부에 대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심비디움 재배자는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재배포장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중국측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심비디움 재배포장은 병해충의 유입 및 수출 심비디움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
1. 중국으로 심비디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심비디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중국 수
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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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
무소장은 수출 전 최소 3개월 간 월 2회 이상 중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여부를 검역한다.
2.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중국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의 감염이 의심되는 심비
디움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3. 식물검역관은 관개수 및 재배매체를 통한 병해충의 감염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관개수 및 재배매체에 대해서도 중국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를 확
인한다.
4. 식물검역관은 재배자가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2주 간격으로 포장내의
병해충에 대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는지 확인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처리
1. 재배지 검역결과 중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된 심비디움이 발견될 경우,
당해 재배포장에 대해서 불합격 조치하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감
염주에 대한 폐기조치 후 재검역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
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재배지검역 시 중국 수출 심비디움 재배포장 요건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재배자가 재배포장에 대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조
사를 적절히 하지 않거나 방제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합격 조
치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완료 후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수출업체의 등록) ① 중국으로 심비디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
월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
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AQSIQ에 통보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심비디움 중국 수출업체는 재배자가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재배지검역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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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고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심비디움 만을 중국으로 수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재 및 표기사항) ① 포장재료는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 또는 외부포장재에는 해당 심비디움에 관한 정보(품명, 생산자명,
생산자 등록코드, 수출업체명, 수출업체 등록코드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
출용”)가 중문(한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단, 중문 표기가 불가능한 경
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名 称:
○ 生产者(code no.):
○ 出口公司(code no.):

“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用”

< 국문 번역 >
○ 품 명:
○ 생산자명(등록번호):
○ 수출업체명(등록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용”
2. 포장재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선적 컨테이너에 목재 파렛트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목재류는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ISPM 15(국제교역에
서 목재포장재를 규제하는 지침))에 따라 열처리 및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 되고, 그 처리내용이 목재류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 소독처리기준
1) 열처리(Heat Treatment)
가) 열처리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에
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나) 고열건조(KD), 화학적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처리 등의 처리방
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 있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될 수 있다.
2) 메틸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MB) Fum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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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최저CT적
(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21℃이상

650

24

16℃이상

800

28

10℃이상

900

32

제9조(수출검역)
① 수출검역 신청 및 수출검역
1. “제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재배포장 관할 지
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포
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고,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심비디움 수량의 2%이상의 표본을 추출
하여 검역한다.
3. 수출검역 시 중국측의 유해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
역본부 고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4. 중국 수출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재배지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심비디움 및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부착된 심비디움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②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 “This cymbidium consignment will comply with China's import
plant quarantine conditions and is free of any harmful pests
of concern of China”(“ 이 심비디움 화물은 중국의 수입식물 검역
요건에 부합하고,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에 감염되지 않았음”)
나. “Name or registered code of grower”(“재배자 이름 또는 재배자
등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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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검역에 합격한 심비디움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
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중국의 수입검역) ①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의 수입검역 절차, 방
법 및 검역수량은 중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었거나, 표기사항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있는 정보가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③ 수입검역에서 중국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이 발견되는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될 것이다.

제11조(수출중단 및 재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요건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AQSIQ에 통보 한다.
② 중국으로 수출된 심비디움에서 중국측 유해생물이 발견되었다고 중국측이
통보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의 중
국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AQSIQ
이 확인할 때까지 해당 생산농가의 등록을 취소하고, 문제가 심각하여 AQSIQ이
요청할 경우 수입자 또는 생산지역으로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① AQISIQ은 필요할 경우 한국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식물위생관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
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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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 신청서

성

명

(국문)
(영문)
(한자)

주

소

(국문)

주

소

(국문)
(영문)

재 배 자

재 배 지

수출 관련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형태

재배면적(㎡)

재배주수

재배품종

수출년도

수출계획량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중국 수출 심비디움 재배포장에
대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인)

사무소)장 귀하

주 : 1. 시설형태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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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
등록
일자

재배포장
등록번호

재배자명
(국문)
(영문)
(한자)

재배포장 주소

시설형태

재배면적
재배주수
(m2)

비고

(국문)
(영문)

* 재배포장 등록번호는 APQA-검역지코드-일련번호
(예 : 천안사무소일 경우 “APQA-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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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Cymbidium Export to China

1. 포장 등록번호 :
(Registration number)

2. 재배 품종명 :
(Cultivar name)

3. 포장 주소 :
(Nursery location)

4. 재배자 성명 :
(Grower's name)

5. 재배자 생년월일 :
(Grower's date of birth)

상기 재배포장은 대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요건에 적합하게 등록
된 포장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nursery is registered with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export to China.)

년

월

일

Date.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APQA OO Regional (District) office (Signatur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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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국 수출 심비디움 재배포장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
□ 재 배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재배지주소 :
□ 재배지 면적 :

㎡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치 사항
예찰 및 방제
일자(월/일)

병해충 발견유무
(형태/개체수)

방제 방법

비 고

* 방제 방법은 약제 방제시 약제명/살포량, 기타 방제시 세부방법(감염주 제거 등)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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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배 자

주 소

재 배 지

수출 관련사항

시설형태

재배면적(㎡)

재배주수

재배품종

수출년도

수출계획량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중국 수출 심비디움에 대한 재배
지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인)

사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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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 재 배 자 :

(전화번호 :

)

□ 재배지주소 :
□ 검 역 결 과

구 분

검역일자
(월/일)

재배
시설

재배면적
(㎡)

재배주수

검역 결과

비 고
(불합격사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에 대한 재배지
검역 실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34

22.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신청서
성
신 청 인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주

직

소

책
(전화:

(국문)
업 체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한자)

수출업체

)

(영문)
(한자)

(국문)
주

소
(영문)

수출계획량(개)

전년도
수출실적(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수출업체

일
대표

(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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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
등록
일자

수출업체
등록번호

수출업체명

대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국문)

(국문)

(영문)

(영문)

(한자)

(한자)

주

소

전화
번호

수출
계획량
(개)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 수출업체 등록번호는 APQA-EX-일련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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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국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 목록
A. 검역성 유해생물
1. Erwinia chrysanthemi(무름병)
2. 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토마토반점위축병)
3. Longidorus (Filipjev) Micoletzky(바늘선충)
4. Meloidogyne Goeldi(뿌리혹선충)
5. Xiphinema Cobb(검선충)
6. Trichodorus Cobb(궁침선충)
7. Burkholderia gladioli pv. alliicola(양파무름병)
8. Ditylenchus dipsaci(마늘줄기선충)
9. Ditylenchus destructor(감자뿌리썩이선충)
10. Pratylenchus spp.(뿌리썩이선충)
11. Aphelenchoides fragariae (딸기잎선충)
12. Aphelenchoides ritzemabosi(국화잎선충)
13. Achatina fulica Bowdich(왕달팽이)

B. 제한적 비검역성 유해생물
14. Erwinia cypripedii(세균갈색부패병)
15.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목썩음병)
16. Cymbidium mosaic virus(CymMV)(심비디움모자이크병)
17. Odontoglossum ringspot virus(오돈토글로섬윤문반점병)
18. Frankliniella occidentalis(꽃노랑총채벌레)
19. Phytophthora palmivora(역병)
※ 상기 병해충 이외의 다른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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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
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9. 10.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
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생과실에서 검출되
지 않아야 하는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
2.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
3.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4.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
5.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
6. 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7. 토마토반점위조병(Tomato spotted wilt virus)

제3조(선과장 및 재배온실 등록) ① 중국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하는 생산
자단체의 대표자는 선과장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7월말
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
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은 선별시설 및 저온창고를 구비하고 제6조의 선과장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재배농가는 제7조의 재배온실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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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6조 및 제7조 이행사항의
수행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
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9월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업체 등록) ① 중국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
표자는 매년 9월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
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
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
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관총서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9월말까지 등록된 선과
장,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 해관총서(이하 ‘해관총서’)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해관총
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관총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제7조제2항의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
본부는 즉시 해관총서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보관하고, 해관
총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장 이행사항) ① 각 선과장은 관리책임자(GAP관리자 등)를 배치하여 선과,
포장, 저장, 수송과정에서 검역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GAP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검역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출용 파프리카는 해충, 응애, 부패과 및 불순물(흙, 가지, 잎 등)이 없
도록 선별되어야 한다.
④ 포장된 파프리카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저온창고에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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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배온실 이행사항) ① 재배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재배온실에서
본 위생요건을 포함한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배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2조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화학적･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
하여야 한다. 재배농가는 예찰 및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사
용농도 등 포함)을 영농일지 등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상자) ①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
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파프리카 형태(Type of Sweet Pepper), 생산지역[(도(道),
시(市･)군(郡)], 생산국가, 재배온실 명칭과 등록번호, 선과장 명칭과 등록번
호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중국 수출용(输往中华人民共和国)’이라는 문구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파프리카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
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과장에서 수출한 화물에 최
소 2년 동안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샘플수량을 1%로 감소
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에서 제2조의 중국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중
국 수출에서 제외하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검출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컨
테이너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Sweet Peppers from Korea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부합함”)

제11조(수입검역) ① 파프리카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반입항의 세관 사무소에
신고되어야 한다. 중국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수입허가서, 기타 관
련서류 및 화물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등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② 승인받지 않은 재배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화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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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한국에 보고되지 않은 중국의 검
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화물을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
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입중단을 농림축산검
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중지 통보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관총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평가
하여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해관총서는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하
고,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해관총서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관총서는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
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④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출장경비, 숙식비 등 포함)은 한국이 부
담한다.

제13조(수출프로그램 재검토) ① 한국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에
따라서 해관총서는 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제2조의 검역병해충 목록
및 관련된 검역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관총서는 5년마
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국외생
산지조사 결과 및 양국의 동의에 따라서 국외생산지조사 및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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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변경)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선과 과실명
검역조명
장치 유무

설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관리책임자
(GAP관리자등)

(국문)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창고
(중국 수출전용)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프리카
중국 수출 선과장으로 추천 및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파프리카 중국 수출 온실(참여농가) 목록 1부
2. 선과장 도면 1부
3.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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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파프리카 중국 수출 온실(참여농가) 목록
소유자명
(농가명)

온실주소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온실종류
(유리,비닐 등)

면 적(㎡)

재배주수

예상생산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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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변경)등록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주1)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국문)

소 유 자

관리책임자
(GAP관리자 등)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영문)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저온창고
(중국 수출전용)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프리카
중국 수출 선과장으로 추천 및 (변경)등록을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붙임 파프리카 중국 수출 온실(참여농가) 목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1) 선과장 등록번호 부여방식
예 01~99)
: PAPRIKA-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일련번호, 두자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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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프리카 중국 수출 온실(참여농가) 목록
온실등록번호주2)
선과장 온실일
등록번호 련번호

소유자명
(농가명)

온실주소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온실
면 적(㎡)
종류

재배
주수

예상
생산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2) 온실 등록번호 부여방식
: PAPRIKA-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선과장 일련번호)-OOO(일련번호, 세
예 001~999)
자리 숫자 ◯

448

23.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3호서식]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저온창고･온실 등록대장


지 역 본 부 (사 무 소 )

가 . 선 과 장 /저 온 창 고
선과장
등록
번호1)

주 소
(전화번호)

선과장명

선과장
저온창고
관리책임자
저온창고
소유자명
총면적
면적
명
번호주2)
(㎡)
(㎡)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주1) 선과장 등록번호 부여방식
예 01~99)
: PAPRIKA-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일련번호, 두자리 숫자 ◯
주2) 저온창고 번호 : 선과장별 한 자리 숫자 일련번호

나. 재배온실
온실등록번호주3)

소유자명
선과장 온실일련 (농가명)
등록번호 번호

온실주소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온실
면 적(㎡)
종류

재배
주수

예상
생산량
(톤)

주3) 온실 등록번호 부여방식
: PAPRIKA-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번호 두자리)-OO(선과장 일련번호)-OOO(일련번호, 세자
예 001~999)
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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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신청서

성
신 청 인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주

직

책

소

(전화:

(국문)

)

(국문)

업 체 명

대 표 자
(영문)

(영문)

수출업체
(국문)
주

소
(영문)

수출

전년도

계획량(kg)

수출실적(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파프리카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출업체 대표

(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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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대장

등록
일자

수출업체
등록번호

수출업체명

대표자

주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소

전화
번호

수출
계획량
(톤)

예 01~99)
* 수출업체 등록번호 부여방식 : PAPRIKA-EXPORTER-일련번호(두 자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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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3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정 1999.4.15.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 2호
개정 1999.8.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13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20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9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78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4호
개정 2019.6.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6호

1. 적용지역 및 식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대칠레 수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의 생과실

2. 참여기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SAG)

3. 수송방법
이 화물은 선적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4. 수출재배단지의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칠레 수출용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수출재배단지(이하
“수출지역”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칠레농축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배단지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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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지역에 대한 재배 중 검역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지역에서 생산자가 과실에 봉지를 씌운
후 칠레측이 지정한 별표2의 검역병해충유무에 대한 재배 중 검역을 실시한다.
나. 가목의 재배중 검역결과 칠레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
산자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지역(과수원)을 수출지역에서 제외한다.

6. 수출검역 및 증명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하여 1%의 추출검역를 실시
하며, 검역결과 별표 2의 칠레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
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사과 :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복숭
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참거위벌레에 감
염되지 아니하였음.
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

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
esignated export area.
(2) 배 : 이 화물은 대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

결과 배꽃바

구미･복숭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에 감
염되지 아니하였음.
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
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다.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적재 및 봉인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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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하에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의 여백
또는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8. 수입검역
가. 칠레 농축산청의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유무를
확인한다.
나. 검역결과 칠레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칠레의 식물검역규
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조치한다.
다. 별표 2 이외의 칠레내에 분포하지 아니하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
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9. 기

타

가. 포장상자의 1면 이상에 “칠레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하여는 파레트의 화물외부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이란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 고시 할 수 있다.
다.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사과 및 배의 수출상자에는 과실의 품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재배자 및 원산지명(또는 코드번호), 포장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5호, 2012.1.1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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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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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한국산 사과 및 배 대칠레 수출 재배단지
Ⅰ. 사 과
행

정

구

역

명

시

군

경 기 도(1)

이천(1-1), 가평(1-2)

충청북도(2)

충주(2-1),영동(2-2)

충청남도(3)

예산(3-1), 아산(3-2)

경상남도(4)

함양(4-1), 거창(4-2)

경상북도(5)

안동(5-1), 의성(5-2)

전라북도(6)

정읍(6-1)

전라남도(7)

나주(7-1)

Ⅱ. 배
행

정

구

역

명

시

군

경 기 도(1)

평택(1-1), 안성(1-2)

충청남도(2)

천안(2-1)

경상남도(3)

울산(3-1)

경상북도(4)

영천(4-1), 상주(4-2)

전라북도(5)

정읍(5-1),남원(5-2)

전라남도(6)

나주(6-1)

459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별표2]

한국산 사과 및 배에 대한 칠레의 검역병해충
Ⅰ. 사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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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xophyes orana
Adris tyrannus amurensis
Amphipyra erebina
Amphipyra pyramidea
Anthonomus pomorum
Archips asiaticus
Archips crataeganus
Archips fuscocupreanus
Archips nigricaudanus
Archips xylosteanus
Axylia putris
Balsa malana
Calyptra gruesa
Calyptra lata
Calyptra thalictri
Carposina sasakii
Catocala agitatrix
Catocala bella
Catocala fulminea
Choristoneura diversana
Clepsis pallidana
Cornicacoecia lafauryana
Cosmia exigua
Dichocroc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Eligma narcissus
Endoclyta excrescens
Halymorpha halys(=H. mista)
Hoshinoa adumbratana
Hoshinoa longicellana
Lagoptera juno
Nezara antennata
Ophiusa tirhaca
Oraesia emarginata
Oraesia excavata
Oraesia incerta
Orthosia munda
Othreis fullonica
Pandemis cinnamomeana
Pandemis dumetana
Pandemis hepa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으름밤나방
지옥까마귀밤나방
줄먹밤나방
배꽃바구미
뿔날개잎말이나방
뿔무늬잎말이나방
검모무늬잎말이나방
흰꼬리잎말이나방
모무늬잎말이나방
썩은밤나방
잎말이밤나방
큰우묵밤나방
금빛우묵밤나방
갈고리밤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잿빛노랑뒷날개나방
사과노랑뒷날개나방
번개뒷노랑밤나방
오리나무잎말이나방
붉은무늬잎말이나방
소귀나무잎말이나방
주먹무늬밤나방
배명나방
복숭아명나방
가중나무껍질밤나방
박쥐나방
썩덩나무노린재
앞노랑사과잎말이나방
사과잎말이나방
무궁화밤나방
풀색노린재
황색검은점띠밤나방
작은갈고리밤나방
갈고리밤나방
네점밤나방
오얏나무밤나방
애으름밤나방
흰머리잎말이나방
자두갈색잎말이나방
갈색잎말이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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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Pandemis serasana
Parallelia maturata
Pseudaulacaspis pentagona
Ptycholoma lecheana
Rhynchites foreipennis
Rhynchites heros
Serrodes campan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lechriaspis
Spilonota ocellana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viennensis
Tortrix sinapina

벚갈색잎말이나방
보라끝빠른밤나방
뽕나무깍지벌레
감나무잎말이나방
참거위벌레
복숭아거위벌레
왕잎밤나방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사과순나방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차응애
벚나무응애
그물노랑잎말이나방

Ⅱ. 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doxophyes orana
Adris tyrannus amurensis
Amphipyra pyramidea
Anthonomus pomorum
Aphanostigma iakusuiense
Archippus breviplicanus
Archippus ingentanus
Archips asiaticus
Archips crataeganus
Archips fuscocupreanus
Archips nigricaudanus
Archips xylosteanus
Arcte coerulea
Axylia putris
Calyptra gruesa
Calyptra thalictri
Carposina sasakii
Catocala actaea
Catocala agitatrix
Catocala fulminea
Cosmia exigua
Dysmicoccus wistariae
Endoclyta excrescens
Halymorpha halys(=H. mista)
Hoshinoa longicellana
Hyboma strigosa
Lagoptera juno
Oraesia emarginata
Oraesia excavata
Othreis fullonica
Oxycetonia jucund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으름밤나방
줄먹밤나방
배꽃바구미
콩가루벌레
사과무늬잎말이나방
왕사과잎말이나방
뿔날개잎말이나방
뿔무늬잎말이나방
검모무늬잎말이나방
흰꼬리잎말이나방
모무늬잎말이나방
암청색줄무늬밤나방
썩은밤나방
큰갈고리밤나방
갈고리밤나방
복숭아심식나방
흰무늬박이뒷날개나방
잿빛노랑뒷날개나방
번개뒷노랑밤나방
주먹무늬밤나방
등나무가루깍지벌레
박쥐나방
썩덩나무노린재
사과잎말이나방
벚나무칼무늬나방
무궁화밤나방
작은갈고리밤나방
갈고리밤나방
애으름밤나방
애초록꽃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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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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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s cinnamomeana
Pandemis dumetana
Pandemis heparana
Pandemis seras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aulacaspis pentagona
Pseudococcus comstocki
Ptycholoma lecheana
Ptycholoma imitator
Serrodes campana
Spilonota lechriasp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viennensis
Tortrix sinapina
Venturia nashicola

흰머리잎말이나방
자두갈색잎말이나방
갈색잎말이나방
벚갈색잎말이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뽕나무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감나무잎말이나방
그물눈잎말이나방
왕잎밤나방
사과순나방
차응애
벚나무응애
그물노랑잎말이나방
검은별무늬병

제2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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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4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1.8.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3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60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97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 86호
개정 2016.3.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60호
개정 2018.5.1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 14호

1. 적용대상 산물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spp) 생과실(이하 “캐나다 수출용 포
도”라 한다.)

2.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가. 가루이과(Aleurolobus vitis)
나.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다.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
라.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마.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바.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사.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아.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자.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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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산 및 재배 요건
가. 캐나다 수출용 포도 수출단지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캐나다 수출용 포도는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 착과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는
별표 1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처리를 실시
하여야한다.

4. 재배지검역
가. 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이
하 “관리요령”이라 한다)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지 검역신청을 관할지 농
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재배지검역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
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나. 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수확 전 1회. 검사 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
성 및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이 적
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검역방법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
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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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재배지 검역과정에서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지역 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 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
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
아야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
하도록 한다.
(3)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요령 제8조제6항에 따라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5. 과실 선과 및 검역
가. 선과 전 관리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관리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선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선과
(1) 수출단지 선과장의 지정 및 관리는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실시한다.
(2) 포도는 선과장 반입시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되어야하며, 봉지가 쓰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를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별표1에 따라 소독 처리한 포도는 예외로 한다.
다.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
본부고시)에 따라 과실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과수원에서 생산
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2)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및 식물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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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관리요령 제12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7. 수출검역 신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수출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실시하여 본 요령의 모든 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별표 1에 따라 소독 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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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 기준
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훈증소독처리 하면 수출할 수 있다.
유효최소가스농도
온도

MB 투입량
투약후 30분후

℃

℉

27 이상 80 이상

투약후 2시간후

g/㎥

oz/1000ft3

g/㎥

oz/ft3

g/㎥

oz/ft3

24

24

19

19

14

14

21-26

70-79

32

32

26

26

19

19

16-20

60-69

40

40

32

32

24

24

10-15

50-59

48

48

38

38

29

29

5-9

41-49

64

64

48

48

38

38

나.

훈증소독처리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준수하여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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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사과,
배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
본부 고시 제2016-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개정 2009.10.5.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37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83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8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6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5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9호
개정 2018.2.2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 7호

제1장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1. 목 적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배 생과실에 대한 수출요건 및 수출검역 절
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역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캐나다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한 과일을 생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신규 수출단지 지정
가. 수출단지 요건
(1) 대캐나다 사과･배 수출단지는 직경 40km 이내에 집단화 되고, 재배
면적은 10ha이상 되어야 하며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배는
신품종 배(황금배, 추황배, 풍수배, 수정배 등)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
(2) 수출단지 과수원은 당해 과수원내 벚나무속식물(Prunus spp.)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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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표1에 명기된 캐나다측 규제대상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벚나무속식물: 벚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3) 수출단지는 일반재배단지와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수출단지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집중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집단화되어야
하고 단지 내 대캐나다 수출 전용 선과장 활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나. 신규 수출단지 지정신청
캐나다로 사과･배를 수출하기 위하여 신규 수출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수출하고
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
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캐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 지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확인 및 지정승인
수출단지의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
지확인을 한 후, “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응애예찰을 위한 인
력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캐
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 지정승인서를 교부하고, 수출단지요건에 부적합
하거나 예찰인력 사정상 지정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응애예찰과 재배지검역 신청 및 재배지검역
가. 지정된 수출단지의 시장･군수는 매년 수출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 3월말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사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지정을 받은 수출
단지는 ‘단지지정 승인’으로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 신청서의 재배농가 중 전년도에 수출을
하지 않았던 농가 또는 과수원이 새로이 추가된 경우 지역본부･사무소
장은 해당 농가 또는 과수원에 대하여 “2. 가”의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 검역 시기는 ‘봉지 씌운 직후(6-7월중)’와 ‘수확 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되 봉지 씌운 직후 및 수확 전월의 응애발생예찰과
474

26.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병행하여 실시한다. 재배지검역 시에는 캐나다측이 경계하는 검역병해충
의 발생여부, “2. 가”의 수출단지 요건 적합여부, “캐나다 수출용”이라고
표기된 봉지 씌우기 여부 등을 검사한다.
라. 검역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며, 캐나다측의 검역병해충이 발생
되었거나, 수출단지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캐나다 수출용”이라고 표기
된 봉지 씌우기를 이행하지 않은 과수원은 그 해의 수출단지에서 제외
시킨다. 다만, 사과의 경우에는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은 과수원일지라
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재배단지요건에 적합하면서 수확 후 별
표2에 의해 MB훈증과 저온처리를 할 경우에는 합격처리를 할 수 있다.
마.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지검사결과 합･불합격 여부를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한다.

4. 재배 중 조치사항
수출단지내의 재배농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는
농가로 하여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수출단지 과수원은 캐나다측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약
제 살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캐나다 수출용”이라고 표시된 봉지 씌우기를 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사과의
경우 수확 4주전까지, 배의 경우는 수확되어 선과장에 반입시점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배포장에서는 물론 수확 후에도 봉지 씌
운 사과･배와 씌우지 않은 사과･배는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과는 봉지를 제거한 후 과일심식나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3종의 과
일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발생여
부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예찰조사 결과 상기 3종의
과일심식나방류가 발견된 과수원은 그 해의 수출용 과수원에서 제외시키고,
예찰조사결과를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동 내용이 그 해 사과 선적 전에 캐
나다측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봉지씌운 날짜, 병해충 방제일자, 사용된 약제명, 면적당 살포량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며, 관할시장･군수는 예찰 완료
후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기록현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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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애 발생상황 예찰
가.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시장･군수 (농업기술센
타소장)의 협조를 받아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응애의 발생상황을 확인하
기 위하여 재배지 검역시기에 (봉지씌운 직후, 수확전) 예찰을 실시한다.
나. 예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은 해당 시장･군수(농업기술센타소장)의 협조를 받아 농림축산검역
본부가 주관하되, 과수원에서의 잎채취 등 작업은 관할 시장･군수(농업
기술센타소장)가 전담하고, 응애의 분류 동정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이
전담하여 실시한다.
(2) 예찰은 과수원별로 실시하되, 응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때(예: 약제살포
직전, 관개직전,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 수행되어야 하며, 예찰(잎채취)
시에는 재배농가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 및 방제기록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예찰시에는 과수원별로 다음 방식에 따라 샘플채취를 한다.
(가) 과수원 면적이 1.5ha 이하일 경우 : 과수원당 최소 10그루.
- 각 모퉁이에서 각각 2그루(4곳×2그루=8) 및 중앙에서 2그루
(나) 과수원 면적이 1.5ha 초과할 경우 : 1.5ha당 10그루 추가.
- 과수원 면적이 1.5-3.0ha인 경우 : 20그루(5곳×4그루)
(4) 샘플채취는 10그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각 구역(plot)별로 매 모
퉁이에서 각각 2그루씩, 그리고 중앙부에서 2그루를 선택하여야 하며,
그루별로 어깨높이의 잎을 임의로 10잎을 채취한다.
(5) 채취하는 잎은 재배시즌이 시작될 때에는 꽃송이 옆에서 채취하며, 재
배시즌의 후반에는 과일송이 옆에서 채취한다.
(6) 관할시장･군수(농업기술센타소장)는 채취한 잎을 과수원별로 개별봉지
에 넣고, 재배자, 과수원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봉한 다음 즉시 냉
장고(아이스박스) 등 (약 4℃)에 보관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
역본부･사무소장에게 인계 또는 송부한다.
다. 응애채집 및 분류
(1) 채취된 잎은 24시간내에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응애를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Tetranychus속 응애 성충은 과수원별로 나중에 분류할
수 있도록 70-75% 알콜이 들어 있는 각각의 표본병에 넣어둔다.
(2) 각 표본병에서 다수의 암컷과 다수의 수컷(성별로 10마리 정도)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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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한 후 복합현미경을 이용, 응애분류 전문가가
분류동정을 한다.(포장에서의 확대경에 의한 분류나, 실험실에서의 해
부현미경에 의한 분류는 적절치 않다)
라. 예찰 후 조치
(1) 재배시즌의 어느 시기라도 검역응애가 발견되거나 재배단지조건에 부
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용 과수원에서 제외시
키고,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찰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마. 예찰결과 통보
(1) 예찰기간에 대한 예찰조사가 완료되면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농가별, 과수원별 조사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
부장에게 보고한다.
(2) 사과, 배 : 예찰결과보고서를 취합, 검토하여 캐나다측 우려응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또는 캐나다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캐나다측에 통보한다.

6. 훈증소독 및 저온처리
별표2에 의한 MB훈증소독은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저온
처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7. 수출검역(선과장검역)
가. 배는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
된 것, “캐나다 수출용”봉지가 아닌 것은 수출용에서 엄격히 제외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은 수출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용 배의 선과를 위해 전용으로 활
용되어야 하며, 내수 또는 캐나다외 다른 나라의 수출용 과실이 동 시설
에 보관되어 있거나 혼재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선과장 시설은
병해충･흙･식물잔재물이 버려지거나 오염된 과실이 없도록 깨끗이 관리
되어야 한다.
다. 선과된 사과･배는 포장 전 콤프레셔 등으로 잔류 응애 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선과장검역)는 포장작업이 완료된 물량 중 5% 이상을 검역
한다.
라. 수출검역 결과 캐나다측이 경계하는 검역병해충과 흙･모래･잎 기타 식
물잔재물이 있거나, 기타 유해병해충이 실질적으로 있을 경우,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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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화물 재배자의 사과･배는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그 재배자가 생
산한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도 불합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신규 지정단지에서의 선과장 지정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그 해의 7
월말까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저장시설은 선과장내에서의 과실검사 이전인 8월말까지 지역본부･사무
소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장시설의 위치는 저장할 사
과･배를 검사한 수출단지 소재 시･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 검사 완료된 사과･배를 선과장에서 저장(저온)창고로 운반할 때는 병해
충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해 창고의 출입문은
식물방역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아. 수확된 배는 봉지를 씌운 채로 농가명을 기재하여 농가별로 선과장에
수송･반입한 후 봉지제거･선과･검사･포장이 이루어지고. 저장 또는 콘
테이너 적재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자. 포장박스에는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8. 식물검역증명서
가.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내용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과의 경우
(가)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e, Monil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s. "
(나)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웠고,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ymnosporangium yamadae, Monilinia fructigena,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다)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소독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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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서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Gymnosporangium yamadae and

Monil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Grapholita
molest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라)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소독 처리된
사과로서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Gymnosporangium yamadae and

Monilinia fructigena, and has been treated to kill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2) 배의 경우
(가)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A. kikuchi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etranychus truncatus and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나)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A. kikuchi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etranychus truncatus
and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나. 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 전 14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
다행 선적화물에 첨부시킨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사
본을 도착항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지역사무소에
적어도 화물이 도착되기 3일전까지 FAX 송부하여야 한다.

9. 도착지 검역 절차
가. 화물은 병해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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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내용물의 5%를 샘
플로 채취해서 조사한다. 처음 채취한 5%의 샘플에서 병해충의 활동 증
상이나 병해충이 발견되면 샘플을 추가로 채취해서 조사할 수 있다.
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분류동정을 위하여 샘플이 보내질 수
있고, 당해화물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될 것이다.
다. 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역관은 다음사항을 확인, 검역, 송부하여야 한다.
(1) 부기사항을 포함해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반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2) 소독처리가 수행되었다면,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독처리 사항이 정해진 요건과 맞는지를 확인하며
(3) 화물에 병해충･흙･모래･잎 및 식물잔해가 있는지의 유무를 검역하고,
(4) 생과실에 대한 수입식물보호 검역편람(Plant protection Import Manual)
제 4.02.04항에 있는 생과실에 대한 일반규정(Instructions)에 따라서
검역하며,
(5) 동 편람 제 4.02.04항 및 제 4.1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발견된 병해충
의 표본을 채취해서

분류동정할 수 있도록 샘플을 송부하여야 한다.

10. 요건 미 준수시 처리 절차 등(NON- COMPLIANCE)
가. 화물은 캐나다내 최초 지점에 도착시 제2항 내지 제9항의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나.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 화물은 실험실 분류기간 중 유치된다.
다. 화물이 검역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반입이 거부되고, 원산지로 반송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라. 수입자의 요청이 있고, 검역관이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화
물은 다른 목적지로 보내거나, 이러한 조치 중에 부당한 병해충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승인된 가공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
마. British Columbia 주에 도착한 화물이 복숭아순나방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화물을 다른 주로 가져갈 수 있다.
바. 선적화물에서 어떤 검역병해충의 살아있는 발육단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동 수입프로그램이 중지될 수 있다.
사. 수입자는 식품검사청이 취해진 조치를 모니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
함해서 처분, 제거, 다른 곳으로 재 이동 또는 가공시설로 전환과 관련
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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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위생･생산과는 대한민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측에
병해충의 채집상황과 이 고시에 정해진 어떤 요건의 위반사항을 통보할
것이다.

11. 기타요건
가. 제2항 내지 제9항에 명시한 요건들과 별도로 추가될 수 있는 캐나다의
수입요건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식품 및 의약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에 의거 제정된 약제
잔류 기준
(2)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면허･중
재규정 (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에 의거 설정된 허
가 및 검사요건
(3)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생과실
및 채소류 규정(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의거 설
정된 검사
(4)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및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설정된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나. 제 가호의 요건에 대한 질문이나 정보 요청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지역사무소와 접촉하여야 한다.

12. 수수료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식물보호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 수입
문서의 증명 및 생산품 검역에 관한 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수입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지
역사무소와 접촉할 수 있다.

제2장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수출검역요령
13. 목적
이 요령은 재매배체가 부착된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써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의 원활한 캐나다 수출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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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 대상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 입병 재배되는 식용 버섯(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

15. 생산시설 요건
가.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재배매체의 처리와 버섯의 생산 및 포장이 가능한 시
설을 갖추고,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배매체의 처리방법
(1)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의 물을 사
용하여야 한다.
-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3) 재배매체는 121℃, 1.2kg/㎠, 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
시간 멸균하여야 한다.
(4) 재배매체는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 되지 않
았어야 한다.
(5)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되어야 한다.
다. 버섯의 생산 및 포장방법
(1) 재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하여야 한다.
(2)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
어야 한다.
(4)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야 한다.
(5) 포장재 외부에는 승인된 생산시설명(Name of facility)과 코드번호
(Code)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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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산시설 승인절차
가. 승인 신청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 확인 및 승인서 교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 승인상황 보고 및 상대국 통보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 현황을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통보한다.
(3)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
고,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림축
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라. 승인취소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3. 재배매체 및 생산시설의 요건”에 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1개월 내에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보완이 될 때까지 해당시설에서 생산된 버섯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시키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지역본부･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설 등이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생산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7.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검
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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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받은 시설명).” (이 화물
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부

칙(제2106-59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7호, 2018.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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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캐나다측 규제대상병해충
(사과의 경우)
ㅇ Monilinia fructigena - 과수균핵병
ㅇ Gymnosporangium yamadae(Rust) - 붉은별무늬병
ㅇ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ㅇ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 복숭아
명나방
ㅇ 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ㅇ Tetranychus truncatus - 뭉툭응애
ㅇ Amphitetranychus(Hawthorn spider mite) - 벚나무응애
※ 상기 병해충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사과에서 가장 발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
검역병해충 목록이며, 이 목록에 모든 검역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

(배의 경우)
ㅇ Alternaria kikuchiana(Black spot) - 검은무늬병
ㅇ Monilinia(Sclerotinia) fructigena(Brown rot) - 잿빛무늬병
ㅇ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ㅇ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 복숭아
명나방
ㅇ 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ㅇ Numonia pirivorella(Pear fruitworm) - 배명나방
ㅇ Tetranychus truncatus - 뭉툭응애
ㅇ Amphitetranychus viennensis(Hawthorn spider mite) - 벚나무응애
※ 상기 병해충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배에서 가장 발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
검역병해충 목록이며, 이 목록에 모든 검역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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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과 MB훈증 및 저온처리 기준
□ 처리방법 1.
가. 1.1℃ (33.98°F) 또는 이하의 온도에서 40일간 ‘저온처리’를 실시한다.
나. 상기 ‘가’항의 저온처리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MB훈증처리’를 실시한다.
○ Schedule A (과실수확시 사용한 상자에 과실을 담는 경우
온도

MB 투약량

유효최소가스농도
투약후 30분후

투약후 2시간후

℃

℉

g/㎥

g/㎥

oz/ft3

g/㎥

oz/ft3

10 이상

50 이상

48

44

44

36

36

훈증상이나 천막에서 상압에서 2시간 노출이 요구
(야외용 프라스틱통 : 최대 적재율 50% 이하)

○ Schedule B (수출용 포장상자에 과실을 담는 경우)
온도

MB 투입량

유효최소가스농도
투약후 30분후

투약후 2시간후

℃

℉

g/㎥

g/㎥

oz/ft3

g/㎥

oz/ft3

15 이상

59 이상

38

35

35

29

29

훈증상이나 천막에서 상압에서 2시간 노출이 요구
(포장상자 : 최대 적재율 40% 이하)

□ 처리방법 2.
선적물(shipment)이 상압에서 아래 기재사항과 같이 훈증되어야 한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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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투입량

유효최소가스농도
투약후 30분후

투약후 2시간후

℃

℉

g/㎥

g/㎥

oz/ft3

g/㎥

oz/ft3

27 이상

80 이상

24

19

19

14

14

21-26

70-79

32

26

26

19

19

16-20

60-69

40

32

32

24

24

10-15

50-59

48

38

38

29

29

5-9

41-49

64

48

48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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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대캐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 지정승인 신청서

성
신 청 인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직

기관주소

책
(전화:

단 지 명

단 지 면 적

단 지 주 소

생산예상량

재배농가수

수출계획량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캐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 지정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

월

일
(인)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재배농가현황(농가명, 과수원 지번, 품종별 재배면적･생산예상량･수출계획량)1부
2. 과수원별 지적도 사본 1부
3. 응애예찰시 잎채취업무 전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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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대캐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 지정승인서

승인번호 :

신 청 기 관

단 지 주 소

단 지 명

단 지 면 적

재 배 지
주소 및 지번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 지역을 대캐나다
(사과, 배) 수출단지로 지정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

488

월

일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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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 신청서

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청 인
(전화:

)

재배단지명

재배단지주소

재배농가수

예상생산량

재 배 면 적

수출계획량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 수출단지에
대한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합니다.

년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인)

(

)지역본부･사무소장 

※ 첨부서류
1. 재배농가현황(농가명, 과수원 지번, 품종별 재배면적･생산예상량･수출계획량) 1부
2. 지적도 사본(전년도 수출하지 않은 추가된 농가 및 과수원에 한함) 1부
3. 응애예찰시 잎채취업무 전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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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응애발생예찰 및 재배지검역 기록부
ㅇ 농가명(재배지주소) :
ㅇ 재배면적:

(황금배 :

응

애 예

찰

, 신고:

, 기타:

조 사

재

)

배 지

검

역

참 고 사 항
잎
예찰 채
일자 취
수

웅

잎

애

분 류

약

발

동 정

제

약

견

결 과

살

제

포

명

수

채
관개 강우
일

일

취
자

분
류
동
정
자

검
비

역

고

일
자

발
견
병
해
충

유

단지

검

대

조건

역

여

적합

결

부

여부

과

검
역
관

일

주) 1. 응 애 예 찰 의 분 류 동 정 결 과 란 에 는 응 애 의 종 별 발 견 숫 자 를 기 록 하 고 , 비 고 란
에 는 장 마 기 및 응 애 가 번성한 시기를 기록
2. 재배지검역의 유대여부란에는 “유대”, “무대”, “훈증+저온예정”으로 구분 기재하되,
1겹 유대는 무대로 기재
3. 재배지검역의 검역결과란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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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ㅇ 단지명 :

농가명

재 배 지 주 소

재배면적

검 역 결 과
1차

2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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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재배 및 방제 기록일지
ㅇ 단지명 :
ㅇ 농가명 :
ㅇ 재배지 주소 :

(재배면적 :

평)

ㅇ 봉지씌운 날짜 :
방제
일자

대상병해충

사용약제명

사용
약량

※ 비고란에는 관개일, 강우일, 응애가 번성한 시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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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량

방제
면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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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저 온 처 리 확 인 서
확
단

농

지

가

명

명

재배지

저

번

저장고명

호

온

인

상

입 고 직 후

저장수량
입고

확인

일자

일자

저장온도

황
처리기간

확

만 료 시

인

확인

저장

일자

온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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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

생산시설명
(영문)
생산 버섯
(학명)
전화번호
주 소
(영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영문)

면적

※ 구비서류
- 생산시설 도면 1부
- 캐나다 수출용 (

)버섯 생산시설 현황(붙임 서식 참조)

상기와 같이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로 승인신청 합니다.

년

생산시설명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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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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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붙임>

캐나다 수출용 (
구 분

)버섯 생산시설 현황(점검표)
항 목

현 황

○ 콘크리트 ( )
가.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 방수 처리 된 바닥 (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 기타( )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함.

)

○ 상수도물 ( )
나. 재배매체 제조 및 생산 시 병원
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의 물을 ○ 음용가능한 지하수 ( )
사용함.
○ 상수원 1급수 이상 ( )
-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소독
상수원 1급수 이상
(여과, 염소, 오존 등)
-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1. 재배매체
처리한 물 ( )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다. 재배매체는 다음 조건에 따라 멸 ○ 121℃, 1.2kg/㎠,1-4시간 ( )
균함.
- 121℃, 1.2kg/㎠,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시간 ○ 100℃, 1.033kg/㎠, 6-10시간 ( )
라. 재배매체는 식물재배 및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음.
마. 재배매체의 원료는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함.
가. 생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함.
나. 생산 및 포장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음.
2. 생산 및
포장시설

○ 타일 (

)

다.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 콘크리트 (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됨.
○ 기타 ( )
라. 바닥 및 출입구, 재배상, 재배 도구
○ (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처리 함.

)

)일 간격으로 소독

※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버섯 별로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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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제

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

□ 생산시설명 :

□ 생산시설 코드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생산버섯 :

상기 시설은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적합하므로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496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제2018-08호

27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27.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8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5. 7.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2호
개정 2018. 2.2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 8호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한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캐나다로 수출되는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이하 “딸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캐나다의 검역해충) 딸기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딸기꽃바구미(Anthonomus bisignifer)
2.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3. 딸기잎말이나방(Archips semistructa)
4. 도둑나방(Manestra brassicae)
5. 볼록총채벌레(Scirtothirips dorsalis)

제3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캐나다로 딸기를 수출 하고자 하는 농가와 선과장
의 대표자는 재배시설 및 선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이하 “검역본부”
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배시설의 요건
가. 재배 시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의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또는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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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 기간 중 트랩조사 및 약제방제 등을 통하여 캐나다가 우려하는 해
충의 저(低)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선과장의 요건
가. 캐나다 수출용 딸기를 선별하고자 하는 선과장에는 부패된 과실, 병해
충에 감염된 과실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

시설 등

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과장에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창문 등에 방충망,
에어커튼 또는 자동문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선과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과장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
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과 완료 후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딸
기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선과장의 대표자는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수출용 딸기의 선
과 과정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바. 선과장에는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갖춘

검사

대 및 검역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등록절차
가. 선과장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
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는 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0일 이내에 현장을 방
문하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선과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등록 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별
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가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의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제5조(트랩조사) 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농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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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캐나다의 우려해충 저(低)발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트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트랩의 종류 및 설치밀도 : 황색끈끈이 트랩, 최소 330㎡ 당 1개
2. 기간 및 조사주기 : 트랩조사는 개화 후 과실의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
될 때까지 매2주 간격으로 식물검역관이 실시한다.
3. 식물검역관은 트랩조사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트랩조사 야장 등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트랩조사 결과 아래 허용치를 초과하는 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
드시 약제방제를 실시하거나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2주 이내에 딸기 20주당 딸기꽃바구미 1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2. 2주 이내에 트랩당 나방류 또는 총채벌레가 5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제6조(선과) ①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수출용 딸기 선과 시에 등록되지 않는 농가
에서 생산된 딸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 후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딸기에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포장재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가공
되지 않은 식물을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도착지 검사에서의 불합격 발생 등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농가 등록번호(코드번호)
2. 선과장 등록번호(코드번호 또는 선과장명)

제8조(보관 및 운송) ① 캐나다로 수출될 딸기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
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딸기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이 없도록 안
전하게 유지･보관되어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농가의 등록사항 및 트랩조
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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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을 무
작위로 발췌하여 검역병해충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딸기꽃바구미,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딸기잎말이나방, 도둑나방,
볼록총체벌레 또는 캐나다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각 화물에 대하
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캐나다의 검역병해충 5종에 대해 캐나다식품검사
청(CFIA)이

수용한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for Anthonomus bisignifer,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semistructa, Mamestra brassicae
and Scirtothrips dorsalis)
제11조(도착지 검역) ① 캐나다 식물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캐나다의

식

물검역규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도착지 검역결과 동 요건의 검역적 안정성이 확인 된 경우 도착지 검역의
횟수를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동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 요건은 캐나다
검역당국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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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캐나다 수출용 딸기 선과장(선별장) 등록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과실(품종)
검사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 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8호)
에 따라 위와 같이 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선별장) 평면도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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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캐나다 수출용 딸기 선과장 등록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캐나다 수출용 딸기 선과장으로 등록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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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캐나다 수출용 딸기 선과장 등록대장


지 역 본 부 (사 무 소 )

선과장 등록
코드번호 일자

선과
품목

선과장명

소재지
소유자명
(전화번호)

선과
전문가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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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딸기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번호

농가명

주

소

소 :

재배시설
시설번호

종 류

면 적

비 고

(주) 코드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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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3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복숭아･포도･
배･사과･감(단감 포함)･딸기･참외(멜론 포함)･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8.12.1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36호

제1장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 생과실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
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의 생과실 6종(이하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
용한다.
1. 복숭아(Prunus persica)
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3. 배(Pyrus pyrifolia)
4. 사과(Malus domestica)
5. 감(단감 포함)(Diospyros kaki)
6. 딸기(Fragaria × ananassa)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OA”란 태국 식물검역당국을 말한다.
2. “수출과수원”이란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말하며 온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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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선과장”이란 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4. “SOP”란 선과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포장 및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말한다.

제4조(태국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생과실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우려하는 검역병
해충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요건) ①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태국 수출과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업용 과수원이어
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등록증 (수출농가 목록이 첨부된 선과장 승인
서로 갈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과수원 위생상태 유지, 병해충 통합 관리 이행 또는 그 밖에 태국의
검역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3.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 기간 동안
등록 과수원의 위생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별지 제
6호서식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에 따라 기록
하고 보관해야 한다. 단, 재배자가 동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양식을
비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농림축산
검역본부 및 DOA가 요청할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만 반입하여 선과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 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
준작업절차(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5. 수출선과장에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출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조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10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수출선과장의 등록 절차) ① 태국으로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수출농가 목록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출 선과 20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10일 이내에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과장 및 농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태국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생과실은 살아있는 곤충, 흙, 모래 및 잎, 잔가지,
잡초 종자, 식물 잔재물 또는 기타 검역 병해충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식물체가 없는 새 것이고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② 생과실은 병해충 감염 방지 등 검역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되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Name of exporting company

2. 수출 업체명

3. Name of fruit

3. 과실 명

4. Packinghouse code (PHC)

4. 선과장 등록 번호

5. Production unit code (PUC)

5. 과수원 등록 번호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④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
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
(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생과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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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출검역) ① 등록된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태국 측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
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
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
목명) from Korea to Thailand.”
(“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제10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태국 검역관은 식물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
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식물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⑤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수입 검역 중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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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별표 1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
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
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
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제11조(수출개시 전 현지조사) ① 한국산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다. 해
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②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제2장 참외(멜론) 생과실
제12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
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이하 “참
외(멜론)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3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1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OA”란 태국 식물검역당국을 말한다.
2. “수출농가(온실)”이란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을 재
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출선과장”이란 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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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P”란 선과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포장 및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말한다.

제15조(태국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우
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수출농가(온실) 및 수출선과장 요건) ① 수출농가(온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병해충 무
발생 온실에서만 재배되어야 한다. DOA가 요청할 경우 등록증 (수출농
가 목록이 첨부된 선과장 승인서로 갈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등록된 수출농가(온실)의 재배자는 태국 우려 검역 병해충을 적절히 관리
하기 위해 통합 병해충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재배자는 병해충 방제 활동을
해야 하며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 활동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DOA가 요청할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만을 반입하여 선과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 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
준작업절차(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5. 수출선과장에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출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수출선과장의 등록 절차) ① 태국으로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
장은 수출농가 목록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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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출 선과 20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10일 이내에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과장 및
농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태국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호박과실파리 모니터링) ① 지역본부장등은 착과 시점부터 수확 완료
시점까지 최대 2주 간격으로 수출농가(온실) 내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McPhail 트랩(또는 우려병해충에 사
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을 설치 유지해야 한다. 트
랩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0.2ha 미만 수출농가(온실) : 2개
- 0.2∼0.5ha 수출농가(온실) : 3개
- 0.5ha 초과 1.0ha 이하 수출농가(온실) : 4개
- 1ha 초과 수출농가(온실) : 1ha 당 4개 설치
② 지역본부장등은 2주에 1번씩 모든 트랩을 점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
식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 수출농가(온실) 호박과실파리 예찰기록대장”에
따라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③ 예찰 점검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농가(온실)는 태국
수출농가(온실) 목록에서 제외된다. 동 수출농가(온실)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태국 수출농가(온실)로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포장 및 라벨링) ① 참외(멜론)는 살아있는 곤충, 흙, 모래 및 잎, 잔가
지, 식물 잔재물 또는 기타 검역 병해충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식물체가
없는 새 것이고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② 생과실은 병해충 감염 방지 등 검역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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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Name of exporting company

2. 수출 업체명

3. Name of fruit

3. 과실 명

4. Packinghouse code (PHC)

4. 선과장 등록 번호

5. Production unit code (PUC)

5. 과수원 등록 번호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④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
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20조(수출검역) ① DOA 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농가(온실), 선과
장,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모니터링, 트랩 데이터, 농림축산
검역본부 검역관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DOA 검역관과 공동으로 수출 화물을 검사한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
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③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④ 별첨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수출 검역 중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알･유충･번데기･성충이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물은 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출 검역을
통과하고 식물 검역증을 동봉한 화물은 태국 수출을 허용한다. 감염된
수출농가(온실)에서 재배된 참외(멜론)는 당해 연도 태국 수출농가(온실)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2. 호박과실파리 이외에 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
합격 처리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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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1에 명시된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
역관은 식물검역증을 발급하고, DOA 검역관은 해당 식물 검역증의 빈 공간에
사인해야 한다.

제21조(수출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
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식물방역법 시
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melon fruit from Korea to Thailand.”(동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이다.)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제22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태국 검역관은 식물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
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식물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
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⑤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수입검역 중 조사 중 검출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알･유충･번데기･성충이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
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즉시 보고한
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남은 수출 시즌 동안 감염된 과수원에서 재배된
참외(멜론)가 태국으로의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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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박과실파리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⑥ 별표 1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
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
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
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DOA는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4. 포장이 파손되고 방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23조(수출개시 전 현지조사) 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②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
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제24조(국외생산지검역) ① 모든 화물은 국외생산지검역 방법에 따라 DOA의
검역을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검역 한 달 전에 공식 초청
서한 및 등록 수출농가(온실) 목록을 DOA에 송부하여 국외생산지검역관 파
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제3장 감귤 생과실
제25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
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Citrus reticulata) 생과실(이하 “감귤 생과
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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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27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OA”란 태국 식물검역당국을 말한다.
2. “수출과수원”이란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
수원을 말한다.
3. “수출선과장”이란 태국 수출용 감귤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기 위
한 시설을 말한다.
4. “SOP”란 선과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포장 및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말한다.

제28조(태국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생과실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우려하는 검역
병해충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29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요건) ①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과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업용 과수원이어
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등록증 (수출농가 목록이 첨부된 선과장 승인
서로 갈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과수원 위생상태 유지, 병해충 통합 관리 이행 또는 그 밖에
태국의 검역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 조치가 이행되
어야 한다.
3.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 기간 동안
등록 과수원의 위생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별지 제
6호서식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에 따라 기록
하고 보관해야 한다. 단, 재배자가 동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양식을
비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농림축
산검역본부 및 DOA가 요청할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어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감귤 생과실만 반입하여 선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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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 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
준작업절차(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5. 수출선과장에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출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수출선과장의 등록 절차) ① 태국으로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
장은 수출농가 목록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 신청
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출 선과 20일 이전에 지역본부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10일 이내에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과장 및
농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및 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배지 검역) ① 수출선과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 “태국
수출용 감귤 과수원(온실)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등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단 최초 수출선과장(수출과수원 포함) 신청을
한 경우 첫 해에는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제출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20일 이내에 재배지검역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본부장
등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에 태국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32조(오렌지더뎅이병 관리방안)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은 아래의 관리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재배 기간 동안 감귤 생과실이 오렌지더뎅이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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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선과장의 관리 책임자는 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감귤
생과실의 샘플을 채취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확인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귤 생과실을 발견한
경우 관리 책임자는 지역본부장등에게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의심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 관리 책임자로부터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의심 사실을 통보받
은 지역본부장등은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오
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태국 수출
과수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4. 과실은 다음 처리 방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가.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한다. 용액은 pH6.0-7.5를 유지한다.
나. 전체 용액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으로 과실을 완전히 침지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품을 낼 수 있는 양의 비누 또는 세척제가 용액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 45초 동안 침지한다. 충분한 양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분
동안 침지한다.
다.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한다.
5. 과실이 포장될 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소독제로 라벨 등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 Imazalil
나. Thiabendazole
6. 과실에 왁스 처리를 해야 한다.
7. 5번 항목에 명시된 처리 사항을 식물 검역증에 부기해야 한다.

제33조(포장 및 라벨링) ① 생과실은 살아있는 곤충, 흙, 모래 및 잎, 잔가지,
잡초 종자, 식물 잔재물 또는 기타 검역 병해충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식물체가 없는 새 것이고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② 생과실은 병해충 감염 방지 등 검역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되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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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Name of exporting company

2. 수출 업체명

3. Name of fruit

3. 과실 명

4. Packinghouse code (PHC)

4. 선과장 등록 번호

5. Production unit code (PUC)

5. 과수원 등록 번호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④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
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
(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생과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
야 한다.

제34조(수출검역) ① 등록된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
은 별표 1의 태국 측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오렌지더뎅이병에 감염된 감귤 생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의 태국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한다.
2. 오렌지더뎅이병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
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35조(수출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
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식물방역법 시
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citrus fruit was produced in Jeju Islan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citrus fruit from Korea to Thailand.”(“감귤 생과실 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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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주도에서 생
산되고 준비된 화물이다.”)
2.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undergone surface sterilization
and fungicide treatment(Imazalil/Thiabendazole).”(“화물 내 과실은 표면
소독 및 살균 처리되었다(Imazalil또는Thiabendazole 중 한 가지 기재).”)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제36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태국 검역관은 식물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
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식물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⑤ 별표 1에 명시된 태국의 검역 병해충이 수입 검역 중 발견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이 발견되는 경우
가. 오렌지더뎅이병의 병징이 발견되는 경우, 감염된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나.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즉시 보고한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남은 수출 시즌 동안 감염된 과수원에서 재배된
감귤의 태국 수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다. 오렌지더뎅이병 발견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귤 화물은
태국을 경유할 수 없다.
2. 오렌지더뎅이병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
물은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하거나 폐기
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⑥ 별표 1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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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
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
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DOA는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제37조(수출개시 전 현지조사) ①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
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②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제38조(국외생산지조사) ①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뎅
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첫 해부터 3년
동안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적절한
검역병해충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
국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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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주요 시설
및 장비

선과품명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선과기
(선별대)

검사대

비페로몬
예찰트랩
설치유무

침지소독조(ℓ)
(*감귤만 해당)

(국문)
선과장 주소
(영문)

주

(전화

소

:

)
(국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선과장
관리책임자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성

명

저장고번호

(

전화번호
면적(㎡)

수용량(M/T)

비 고

)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품목명) 생과실 수출 참여농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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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1)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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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생 산
예상량(톤)

비 고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
승인번호 :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일련번호

(국문)
신청인

대 표 자

(생산자 조직명)

(영문)

(국문)

(국문)

선과장명

선과장 주소
(영문)

(영문)

선과장면적(㎡)

참여농가수(호)

관리책임자

연락처

선과장 주소

참여농가 목록

별

첨

「한국산 생과실 8품목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농산물명) 수출선과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인)

붙임: 태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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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선과장 주소
(전화번호)

선과장명

소유자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일련번호
(예 : 품목이 사과이고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APPL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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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참여
농가수
(호)

비고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4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
연번

농가
번호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생 산
예상량(톤)

비 고

※ 수출농가 등록번호: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선과장 일련번호-일련번호
(예 : 품목이 사과이고 영남지역본부 관할 선과장일 경우 “APPL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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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
등록
번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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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농가
번호

선과장 주소
(전화번호)

선과장명

소유자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면적
(㎡)

참여
농가수
(호)

생 산
예상량(톤)

비고

비 고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6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
□ 농 가 명 :

(전화번호 :

)

□ 농가번호 :
□ 재배지 주소 :
□ 재배지 면적 :
일련번호

㎡

방제일자(월/일)/

방제 약제명/

병해충검출일자(월/일)

병해충명

(방제일자)

(방제 약제명)

(병해충검출일자)

(병해충명)

비 고
(잡초 등 오염원
제거 등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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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 수출농가(온실) 호박과실파리 예찰기록대장
□ 등록번호 :
□ 트랩설치 :

년

월

일

□ 예찰사항
트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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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자

호박과실파리 발견

(연/월/일)

유무(형태/개체수)

조사자명

비 고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8호서식]

태국 수출용 감귤 과수원(온실) 재배지검역 신청서

성 명
신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수출농가명

품

(전화번호)

목

예상 수출량

예상 수확시기

재배면적(㎡)

태국 수출을 위한 과수원(온실)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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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태국 수출용 감귤 과수원(온실) 재배지검역 신청 농가 현황
농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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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수확예정일
(월/일)

수출예상량
(kg)

28.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9호서식]

태국 수출용 감귤 과수원(온실) 재배지검역 결과
□ 식물검역관 :
농가
번호

농가명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검역일자
(월/일)

검역 결과

비 고
(불합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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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한국산 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5)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Podosphaera tridactyla (흰가루병)
Taphrina deformans (잎오갈병)
Venturia carpophila (더뎅이병)
✓ 세균(1)

Xanthomonas arboricola pv. pruni (세균성구멍병)
해충(종)
✓ 딱정벌레목(1)

Rhynchites heros (복숭아가위벌레)
✓ 노린재목(4)

Lepidosaphes conchiformis (배나무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 나비목(4)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한국산 포도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8)

Coniella diplodiella (흰빛썩음병)
Erysiphe necator (흰가루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Pestalotiopsis menezesiana (잎마름병)
Pestalotiopsis uvicola (큰송이썩음병)
Phomopsis viticola (덩굴쪼김병)
Physalospora baccae (포도검은썩음병)
✓ 세균(1)

Pseudomonas viridiflava (세균성잎마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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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종)
✓ 응애(1)

Brevipalpus lewisi (포도애응애)
✓ 딱정벌레목(3)

Harmonia axyridis (무당벌레)
Popillia mutans (콩풍뎅이)
Popillia quadriguttata (녹색콩풍뎅이)
✓ 노린재목(13)

Macrosiphum euphorbiae (감자수염진딧물)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arlatoria camelliae (동백점깍지벌레)
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Apolygus lucorum (초록장님노린재)
Apolygus spinolae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Orthotylus flavosparsus (명아주장님노린재)
Daktulosphaira vitifiliae (=Viteus vitifoliae) (포도뿌리혹벌레)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viburni
✓ 나비목(3)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Eupoecilia ambiguella (버찌가는잎말이나방)
Sparganothis pilleriana (도깨비잎말이나방)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14)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obtusa (검은썩음병)
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
Gibberella avenacea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hiraianum (세모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Mycosphaerella pomi (열매점무늬병)
Neonectria ditis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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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lachora pomigena
Venturia nashicola (검은별무늬병)
Venturia pyrina
✓ 세균(1)

Erwinia pyrifoliae (가지검은마름병)
해충(종)
✓ 응애(4)

Epitrimerus pyri (배나무혹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Bryobia praetiosa (클로버응애)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 딱정벌레목(2)

Rhynchites foveipennis (어리복숭아거위벌레)
Rhynchites heros (복숭아가위벌레)
✓ 노린재목(16)

Eriosoma lanigerum (사과면충)
Hyalopterus pruni (복숭아가루진딧물)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Lepidosaphes conchiformis (배나무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Prociphilus kuwanai (배나무면충)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Cacopsylla pyrisuga (배나무이)
✓ 나비목(17)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Spulerina astaurota (배나무굴나방)
Orgyia antiqua (낡은무늬독나방)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Nephopterix bicolorella (줄노랑알락명나방)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crataegna (뿔무늬잎말이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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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xylosteanus (모무늬잎말이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rgyresthia conjugella (사과좀나방)
✓ 벌목(1)

Hoplocampa coreana (애배잎벌)
✓ 총체벌레목(1)

Taeniothrips inconsequens (더덕어리총채벌레)

한국산 사과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23)

Alternaria mali (점무늬낙엽병)
Botryosphaeria obtusa (검은썩음병)
Chondrostereum purpureum (은엽병)
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
Diaporthe tanakae
Gibberella baccata (가지마름병)
Gymnosporangium globos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yamadae (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Mycosphaerella pomi (열매점무늬병)
Neonectria ditissima
Phyllachora pomigena(그을음병)
Phytophthora cambivora (역병)
Phytophthora cryptogea (역병)
Phytophthora syringae (역병)
Podosphaera clandestina (흰가루병)
Schizothyrium pomi (그을음점무늬병)
Truncatella hartigii
Venturia carpophila (갈색녹무늬병)
Venturia inaequalis (검은별무늬병)
Venturia pyrina (검은별무늬병)
✓ 세균(1)

Pseudomonas cichorii (세균성썩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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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종)
✓ 응애(3)

Aculus schlechtendali(사과녹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 딱정벌레목(2)

Rhynchites heros (복숭아가위벌레)
Byturus tomentosus (솜털쑤시기붙이)
✓ 노린재목(6)

Eriosoma lanigerum (사과면충)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 나비목(10)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Euzophera bigella (=Glyptoteles leucacrinella) (쌍무늬알락명나방)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rgyresthia conjugella (사과좀나방)
✓ 총체벌레목(2)

Ponticulothrips diospyrosi (감관총채벌레)
Taeniothrips inconsequens (더덕어리총채벌레)

한국산 감(단감)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9)

Aureobasidium pullulans
Cercospora kaki (모무늬낙엽병)
Colletotrichum horii (탄저병)
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Mycosphaerella nawae (둥근무늬낙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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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alotiopsis longiseta (겹둥근무늬병)
Zygophiala wisconsinensis (과피얼룩병)
해충(종)
✓ 응애(2)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감나무애응애)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 노린재목(13)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배나무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깍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Asiacornococcus kaki (감나무주머니깍지벌레)
Eriococcus lagerstroemiae (주머니깍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Phenacoccus pergandei (큰솜깍지벌레붙이)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 나비목(4)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
Thyas juno (=Lagoptera juno) (무궁화밤나방)
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 총체벌레목(1)

Ponticulothrips diospyrosi (감관총채벌레)

한국산 딸기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3)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Sphaerotheca aphanis (=Podosphaera aphanis) (흰가루병)
Septoria fragariae (흰무늬병)
해충(종)
✓ 딱정벌레목(1)

Anthonomus bisignifer (딸기꽃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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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1)

Trichothecium roseum (붉은썩음병)
해충(종)
✓ 응애(1)

Bryobia praetiosa (클로버응애)
✓ 파리목(1)

Bactrocera depressa (호박과실파리)
✓ 노린재목(1)

Trialeurodes vaporariorum (온실가루이)

한국산 감귤 생과실에 대한 태국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종)
✓ 진균(3)

Elsinoe australis (오렌지더뎅이병)
Geotrichum citri-aurantii (흰곰팡이병)
Phytophthora cactorum (역병)
해충(종)
✓ 응애(1)

Aculops pelekassi (귤녹응애)
✓ 노린재목(13)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pseudoceriferus (=Ceroplastes ceriferus) (뿔밀깍지벌레)
Coccus pseudomagnoliarum (어리목련깍지벌레)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Parthenolecanium persicae (복숭아공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
Unaspis euonymi (사철깍지벌레)
Unaspis yanonensis (화살깍지벌레)
Drosicha corpulenta (짚신깍지벌레)
Nipaecoccus nipae (종려가루깍지벌레)
✓ 나비목(5)

Peridroma saucia (뒷흰날개밤나방)
Eumeta minuscula (차주머니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xylosteanus (=Archips xylosteana) (모무늬잎말이나방)
Homona magnanima (차잎말이나방)
✓ 총체벌레목(1)

Mycterothrips glycines (콩어리총채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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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3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02.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3호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페루로 수출되는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검역병해충) 페루로 수출되는 토마토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2.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제3조(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승인) ①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 및 선
과장에서 생산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와 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마토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 개시 15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QIA 관할 지역본부·사
무소에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 및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재배지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을 실시하
여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지로 등록·승인한 후,
등록·승인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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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과장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제5
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장으로 등록·승인한 후, 등
록·승인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QI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QIA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등
록·승인한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재배지 및 선과장을 등재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③ QIA 본부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등록·승인된 재배지 및 선과장 목
록을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지 요건) ①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의 재배지에는 제2조의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재배자는 재배지에 제2조의 검역병해충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장 요건) ① 선과장 내 토마토 생과실의 반입 지역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자동문 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② 선과장(저장장소, 관리장소 및 적재장소 포함)과 선과장의 주변 지역은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선과 및 포장) ①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
이 제거되고, 기타 잔재물 및 흙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②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등록·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토마토 생과실과
등록·승인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
독하여야 한다.
③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상자를 사용
하여 포장하고,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U”가 표지되어야 한다.
④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⑤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QI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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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봉인되어야 하며, QI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⑥ QIA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 병해충 재감염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QIA 식물검역관은 제2조의 페
루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와 줄기, 꽃자루, 꽃받침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등록
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QIA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QI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QI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⑤ 기타 수출식물검역 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른다.

제8조(도착지 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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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재배지 등록 및 승인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 (국문)
(영문)
○ 생 년 월 일 :
○ 주 소 (연 락 처 ) : (국문)
(영문)

재배지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재배계획

시설
형태

수확
기간

수확
예상량

수출계획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비고

(국문)
(영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생과실의 페루 재배지

등록 및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시설형태 항목에는 노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기재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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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재배지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재 배 지
일자 등록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재배지 소재지
(국영문)

면 적

시설
형태

대표자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재배지 등록번호는 G-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예: 창원사무소일 경우 “G-36-○○”)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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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선과장 등록 및 승인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생과실 반입지역
방충시설 유무

검사대,
조명시설 유무

출입구,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소 유 자
성

명

(전화 :

(국문)

)

생년월일

(영문)
관리
책임자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성

명

(국문)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비고

)년산 생과실의 페루

수출 선과장 등록 및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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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선과장명

지역본부･사무소
소재지

소유자명

관리
책임자

(국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

비고

* 선과장 등록번호는 P-검역지코드-일련번호를 기재(예: 창원사무소일 경우 “P-36-○○”)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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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3. 8.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4호
개정 2016. 8.1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87호
개정 2019. 4.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 16호

제1장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 대상)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이하 “수출지역”)
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Burman f.) Nakai)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

제2조(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1. 배 생과실은 수출지역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하여야 하며,
수출지역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대한민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등록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가. 배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APQA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나.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지역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
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수
출지역 목록을 8월 31일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배 생과실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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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청자에게 선과장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당해 년도 8월 31
일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APQA 본부는 매년 9월초까지 사전 승인받은 수출지역 및 선과장 목록을
페루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출지역에 대한 재배지검역)
1. APQA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인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페루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
[별표 1]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지역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
자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해당 연도 수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4조(선과 및 포장)
1.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에 미승인된 재배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선과장에서는 선과장(저장창고, 저장시설 및 적재장소 포함) 및 선과장의 주
변 지역에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농가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U”가
표지되어야 한다.
4.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이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는 적
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6.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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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페루의 검역병해충 [별표 1]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
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
서 생산되었음)
다.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
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nilia fructigena and Nect
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
방, 배나무흰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3.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
하여야 한다.
4.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

제6조(도착지 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2장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7조(적용 대상)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또는 포장(“이
하 수출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

m) 생과실(이하 “파프리카 생과실”이라 한다)
제8조(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1. 파프리카 생과실은 수출지역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하여야
하며, 수출지역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APQA에 등록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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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프리카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지역 등록을 신청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지역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수출지역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파프리카 생과실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청자에게 선과장 등록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당해 년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APQA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APQA 본부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수출지역 및 선
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지역에 대한 재배지검역)
1.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인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페루측이 지정
한 검역병해충[별표 2]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지역에 대한 재배
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2]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자
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해당 연도 수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10조(선과 및 포장)
1.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과실에 미승인된 재배
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선과장에서는 선과장(저장창고, 저장시설 및 적재장소 포함) 및 선과장의 주
변 지역에 폐기용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파프리카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농가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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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가 표지되어야 한다.
4.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식물검역관은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이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6.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페루의 검역병해충[별표 2]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2.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
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
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APQA
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다.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

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
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3.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
하여야 한다.
4.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

제12조(도착지 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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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배 생과실에 대한 페루측 검역병해충 목록
< 해충 >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 병원균 >

Botryosphaeria dothidea (겹무늬병)
Monil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Nectria galligena (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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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페루측 검역병해충 목록
< 해충 >

Frankliniella intonsa (대만총채벌레)
Helicoverpa armigera (왕담배나방)
Helicoverpa assulta (담배나방)
Thrips palmi (오이총채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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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페루 수출용 (배, 파프리카) 수출지역 등록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 (국문)
(영문)
○ 생 년 월 일 :
○ 주 소 (연 락 처 ) : (국문)
(영문)
재배계획
수출지역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시설
형태

수확
기간

수출계획

수확
예상량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비고

(국문)
(영문)

대페루 수출용 (배, 파프리카) 수출지역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시설형태 항목에는 노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기재
2. 수출지역 위치를 표시한 지도 1부를 첨부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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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페루 수출용 (배, 파프리카) 수출지역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수출지역
등록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수출지역 소재지
(국영문)

면 적

시설
형태

대표자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수출지역 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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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페루 수출용 (배, 파프리카) 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5월~10월
선과여부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실시
검역조명
장치 유무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성

명

성

명

소 유 자

관리
책임자

선과 미실시

창고번호

(국문)
(영문)

(전화 :

(국문)

)

생년월일

(영문)
(국문)

전화번호

(영문)
면적(㎡)

수용량

한국산 (배,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비고

)년산 생과실의 대

페루 수출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및 위치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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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페루 수출용 (배, 파프리카)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선과장명

지역본부･사무소
소재지

소유자명

관리
책임자

(국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

비고

※ 선과장 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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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4. 3. 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 7호
개정 2017. 3.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7호

제1조(적용대상 산물) 이 요령은 대필리핀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등록된 재배
온실(“이하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
과실(이하“파프리카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재배지 및 선과장) ①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는 유리 또는 비닐 온실로써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③ 선과장에는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잔류 해충 및 이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
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 생과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및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 및 그 밖에 병해충 감
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⑤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프리카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개시 1개월 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의 등록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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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후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 및 선과장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
4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록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
목록을 등록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등록된 재
배지 및 선과장 목록을 필리핀 식물검역당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에 통보한다.

제3조(선과 및 포장) ① 선과장 관리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과실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파프리카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상자에 포장되어 봉인
되어야하며, 그 포장상자 2면에는 선과장 코드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가 필
리핀임을 표시하는 "FOR THE PHILIPPINES"가 표지되어야 한다.
③ 선과장 관리자는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이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방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필리핀 측 검역병
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 화물 당 600개의 파프리카 생과실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
서를 발급한다. 그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This shipment is cover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

IC)

No._________

and

container

van

seal

No._____________."(이 화물의 수입허가서번호는 00이고, 컨테이너
봉인번호는 00임)
나. “The paprika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paprika fruit to the
Philippines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이 화물에 있는 파프리카는 필리핀의 수입요건에 의거 대한민
국 온실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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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수출식물 검역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
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80호)”에 따른다.

제5조(보관 및 선적) ①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는 수출 전까지 저온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저온저장시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② 검사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흙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깨
끗한 냉장컨테이너에 즉시 선적되어야 하며, 선적 후 가능한 한 빨리 운송
되어야 한다. 냉장컨테이너의 수송 중 온도는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
호를 부기한다.

제6조(도착지 검역)
필리핀 검역당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은 필리핀 입항지에서 필
리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필리핀에서의 도착지 검역
과 관련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 및 수출식
물검역정보-외국의 검역요건 DB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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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파프리카 생과실에 대한 필리핀측 검역병해충 목록
○ 해충

Mamestra brassica
Trichoplusia ni
Phytonemus pallidus
○ 진균

Alternaria tenuissima
Colletotrichum coccoides (Gloeosporium piperatum)
Colletotrichum acutatum
○ 세균

Pseudomonas viridiflava
○ 바이러스

Alfalfa Mosaic Virus
Pepper mild mottle virus(PMMV)
Pepper Mottle Virus (PepMoV)

572

31.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호서식]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지 등록 신청서
○ 소유자(대표자) : (국문)
(영문)
○ 생 년 월 일 :
○ 주 소 (연 락 처 ) : (국문)
(영문)

재배지 소재지
(생산자별로 작성)

면적
(m2)

재배계획

시설
형태

수확
기간

수출계획

수확
예상량

수출
기간

수출
예정량

비고

(국문)
(영문)

위와 같이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지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시설형태 항목에는 유리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기재
2. 수출지역 위치를 표시한 지도 1부를 첨부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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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검역조명
장치 유무
시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설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주

소

(영문)

소 유 자

관리
책임자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국문)

성

명

성

명

(전화 :

(국문)

)

생년월일

(영문)
(국문)

전화번호

(영문)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위 시설을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및 위치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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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지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재배지
등록번호
(코드번호)

지역본부･사무소

수출지역 소재지
(국영문)

면 적

시설
형태

대표자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팩스)

비고

※ 수출지역 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명에 등록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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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코드
번호)

선과장명

지역본부･사무소

소재지

소유자명

관리
책임자

(국문)

(국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전화
번호

총면적
비고
(㎡)

※ 선과장 등록번호는 지역본부･사무소 기관명에 일련번호를 기재
(예 : 중부지역본부일 경우 중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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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사과･배･
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8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정 2001.12.3.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1- 5호
개정 2009.8.2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 13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 81호
개정 2011.9.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4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61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91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 82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 56호

제1장 사과 및 배 생과실
제1조 범 위
① 본 약정은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신선사과와 배의 수출을 위한 식물
검역조건을 정한다.
1. 수입자는 선적 직전에 필리핀 식물산업국 식물검역원로부터 식물 검역
수입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허가신청서상에 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3. 상업용화물만 수입이 허용된다. 상업용 화물에는 외국군대주둔기지, 외국
대사관, 항공사, 선박회사, 면세점 및 아시아개발은행 매점에

대한 공급

용을 포함한다.
4. 모든 승객소지 또는 동반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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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 실
1. 신선 사과 과실
2. 신선 배 과실
3. 상표(Brand name)
가. 모든 수출자와 그들의 거래 상표명(corresponding brand names)은
필리핀 식물검역원의 승인을 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필리핀 식물검역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추가적으로 수출을 원하는 수출자 및 상표는 수출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운 영
① 본 약정은 콘테이너 차량(vans), 선창(sihpholds) 또는 항공 콘테이너에 적
재된 직송의 상업용화물에만 적용된다.
② 모든 상자(cartons) 또는 박스(boxes)에는 3면에 "FOR PHILIPPINES"라는
표기가 인쇄되어야 한다.
③ 모든 콘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seal number)는 식물검
역합격증명서의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식물산업국 식물검역원장에게 수입허가서,
식물검역합격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선적전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
⑤ 식물산업국 식물검역관은 과실이 필리핀 입항지에 도착시 검역을 실시한다.
1. 콘테이너를 열기전에 콘테이너 및 봉인의 번호와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동일여부를 검역한다.
2. 콘테이너 및 봉인의 번호와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콘테이너는 불합격 조치한다.
3. 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이후의 수입은 일시적으로 중
지된다.
4. 필리핀 식물산업국 식물검역원에서 적절한 보완조치가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금지가 해제된다
5. 수입자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을 폐기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3조 사전검역
수입중지 또는 여타의 비정상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필리핀 식물산업국은
수출의 재개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에서 사전검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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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단감 생과실
제1조 범 위
① 본 요령은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신선 단감의 수출을 위한 식물검역
조건을 정한다.
② 본 요령은 콘테이너(container vans)나 선박(sihpholds) 또는 항공 콘테
이너에 적재된 직송의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된다.

제2조 수입허가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식물산업국 식물검역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3조 수출검역 및 증명
① 모든 수출 화물은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
급한다.
③ 모든 콘테이너는 봉인(seal)되어야 하고, 봉인번호(seal number)는 수출
식물검역합격증명서의 상표란(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를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 상에 부기한다.

제3장 양파
제1조 범 위
① 본 요령은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양파를 수출하기 위한 식물검역조건을
정한다.
② 본 요령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직송되는 상업용 화물에만 적용된다.

제2조 수입허가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필리핀 식물산업국 식물검역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3조 수출업자 통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전 필리핀 식물검역원에 수출업자 명단(주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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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검역 및 증명
① 모든 수출 화물은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
급한다.
③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를 수출식물검역합격증명서 상에 부기한다.

제4장 감귤 생과실
제1조 적용범위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감귤 생과실에 적용된다.

제2조 수입허가서
① 한국으로부터 감귤 생과실을 수입하고자하는 필리핀의 수입자는 필리핀 식
물검역소에서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신청서 접수 시 수입허가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자ㆍ생산자ㆍ선과장의 등록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 생산자 및 선과장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수출자, 생산자 및 선과장 목록을 수
출 개시 이전에 필리핀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자 등록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정보
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자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2. 생산자 등록
가. 필리핀 수출용 감귤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관할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생산자를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선과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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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과장은 병해충 감염과 및 부패과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선과장은 외부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고무커튼
등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선과장은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장조사 결과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
서식의 선과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별지
4호]의 선과장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검역
1. 선과 및 포장
가.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한국 검역관의 관리 감독 하에 등록된 선과장
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나.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깨끗한 종이상자로 외 포장하여야 한다.
2. 수출 검역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3. 봉인 및 라벨링
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상자는 봉인되어야 하며, 아래의 표기사
항을 포장상자 2개면에 표지하여야 한다.
(1) 필리핀 수출용(FOR THE PHILIPPINES)
(2) 과수원명 또는 등록번호
나. 봉인된 감귤은 병해충이 없는 저장시설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하면서 보관되어야 한다.
4. 컨테이너의 봉인 및 운송
가.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즉시 깨끗한 냉장 용기(컨테이너 등)에 선적되
어 최대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나. 냉장 용기는 5℃에 설정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한다.
다. 냉장 용기는 한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 되어야 한다.
5. 식물위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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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에 합격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래의 부
기사항이 기재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수입허가서 번호--번에 해당됨(This consignment is
covered by Plant Quarantine Clearance No.--)
(2)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제5조 도착지 검역
1. 도착지 검역
가. 수입허가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및 농약잔류
분석증명서 제출여부를 확인한다.
나.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화물 당 10%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한다.
2.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
도착지 검역 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경우
(2) 비위생적인 조건하에서 포장된 경우
(3) 화물이 오염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신고 되
거나 또는 수입허가서 상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5)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6조 수입 중단
①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 병해충이 도착지에서 검출된 경우,
생산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소는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이러한 경우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
소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간에 수입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조치
가 도입되었다고 합의하는 경우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된다.

제7조 통보
도착지 검역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소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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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필리핀의 검역병해충
① 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Linnaeus)
② 가루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Cockerell)
③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Kuwana)
④ 산호세깍지벌레, Quadrapidiotus perniciosus(Comstock)
⑤ 귤녹응애, Aculops pelekassi(Keifer)
⑥ 검은썩음병, Alternaria citri(Ellis & N. Pierce)
⑦ 탄저병, Collectotrichum acutatum(J. H. Simmonds)
⑧ 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italicum(Wehmer)
⑨ 갈색썩음병, Phytophthora boehmeriae(Sawada)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2-61
호, 2012.1.13.)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
여야 한다.

부

칙(제2016-56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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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필리핀 수출용 감귤 생산자 등록대장
등록

농가명

재배지 주소(국영문)

재배면적

번호

(국영문)

(전화번호)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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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필리핀 수출용 감귤 선과장 등록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시기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실시
검역조명
장치 유무

선과미실시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관리
책임자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성

명

창고번호

(국문)

전화번호

(영문)
면적(㎡)

수용량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비고

)년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 선과장 도면 및 위치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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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필리핀 수출용 감귤 선과장 등록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선과시기

선과실시

선과미실시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소 유 자

(국문)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관리 책임자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

)년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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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필리핀 수출용 감귤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선과장

등록

등록번호

일자

지역본부(

선과장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관리

총면적

책임자

(㎡)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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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8호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 3. 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
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제2조(적용대상 접목선인장) 호주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의 대목과 접수로 접
목된 뿌리 없는 선인장(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목

Cereus peruvianus
Hylocereus trigonus
2. 접수

Gymnocalycium michanovichii
Echinopsis silvestrii
Parodia scopa
Astrophytum asterias
A. caput-medusae
A. capricorne
A. coahuilense
A. myrio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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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yriostigma var. strongylogonum
A. ornatum
A. senile
제3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① 호주로 접목선인장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
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
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
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
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
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
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양묘장 요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 호주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을 포함한 병해
충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
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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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목선인장은 토양 전염성 병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벤치에서 생력 트레이
(labor saving tray)에 재배하거나 양액 재배할 것
4. 수출농가는 양묘장에 신규 모주를 도입할 때 바이러스 무감염이 확인된 모주를
구입할 것

제5조(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
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제6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은 등록된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4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5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
청자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
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검역) ① 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4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
2.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바이러스 무발생 여부
3.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여부(접목선인장 샘플을 채취한 후 실험실 정밀검
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조의 이행여부
② 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
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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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제8조(소독처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
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확 3〜5일전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소독을 실
시하여야 하며, 수확된 접목선인장은 뿌리를 제거하고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
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Imidacloprid 0.015%와 Dimethoate 0.01%
에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접목선인장을 수
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 ① 제7조제1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
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
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
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8조 제1항
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
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최소 2%이상의 표본
(최대 600개)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합격기준)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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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이 없을 것
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가 없을 것
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검역이 완료된 화물은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봉인한 후 항공이나 선박 컨테이너에
바로 선적할 것

제12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학명) 화물은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시스템즈 어
프로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재배되었음”
“This consignment of un-rooted grafted cacti (specify genus and
species)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approach

approv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2. “이 식물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0.05% Imidacloprid와 0.01% Dimethoate에
침지 소독되었음”
"The plant material was dipped in Imidacloprid 0.05% and
Dimethoate 0.01% no longer than 14days prior to export."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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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호주 검역병해충 목록
1. Cactus mild mottle virus
2. Pitaya virus X
3. Schlumbergera viru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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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문 및 영문) :
(회사명) :
및 연락처 :
:
및 연락처 :

양묘장형태

대목･접수명

양묘장 크기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소독 및 포장장소 주소

년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주 : 1. 양묘장형태란에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기재
2.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위치는 신청서의 이면에 약도로 표시할 것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배할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
재배자 :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 제3조」에 따라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접목선인장을

양묘장 주소

등록 양묘장
수출자 성명
수출자 주소
재배자 성명
재배자 주소

[별지 제1호서식]

등록일자

양묘장번호

[별지 제2호서식]

양묘장 이름
(국문 및 영문)

양묘장 주소

양묘장형태

수출자
성명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
재배자
성명
소독 및 포장장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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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역 기록부
양묘장 명 :
등록번호 :
검역일자
수

량

검역 차수
식물검역관 (인)

검역 결과

조치사항

검역일자

검역 차수

수

량

조치사항

검역일자

검역 차수

량

조치사항

검역일자

검역 차수

량

검역 결과

3

식물검역관 (인)

검역 결과

수

2

식물검역관 (인)

검역 결과

수

1

4

식물검역관 (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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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소독실시 확인서

1. 수

출

자 :

2. 양묘장 이름 및 등록번호 :
3. 수

량 :

4. 소독일자 :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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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

지역본부(사무소)

제201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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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18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2. 1. 2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63호
개정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8호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7호
개정 2014. 7. 3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3호
개정 2017. 7. 25,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
개정 2019. 4. 1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8호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호주로 수출
되는 식용 포도 생과실(Vitis spp.)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지역) 이 요령은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에서 생산된 호
주 수출용 식용 포도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호주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
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벗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6.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7.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coccus kraunhiae)
8.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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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10.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11.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12.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13.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14.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vitis)

제4조(병해충 관리) ① 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은 재배지 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1의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서로 다른 2가지 이상
의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종합한 것)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
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2를 따른다.
② 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검역병해충은 제5조 제6항 가목의 과수원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매년 등록된 과수원(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
출농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선과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호주 수
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매년 농가 및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제8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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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
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
어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등록된 과수원에서는 제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과수원에서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마. 과수원에서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이 기록 되고 해당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바. 과수원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전정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호주 수출용 포도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 및 소독시설은 출입구 및 창
문에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에는 포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과, 보관, 격리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장 및 소독시설에는 검사대 및 조명이 갖추어진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선과장에는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 선과장에서는 벗초파리 및 그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을 이
용한 과실이 들어오는 부분과 선과장내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중에는 선과장내 트랩이 매일 확인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lot는 호주 수출
에서 제외된다.
바. 선과장에서는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
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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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출검사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등록이 취소된 선과장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봉지 씌우기)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③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봉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 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의 감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봉지 씌우기 전후
부터 수확 직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1ha 미만의 과수원 : 20주/회
2. 1ha 이상의 과수원 : 30주/회
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
시 2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 검출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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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과)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②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③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
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④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포장 및 라벨링) ① 호주 수출용 포도는 병해충 운반체가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 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
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한국산
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
3. 과실종류(식용 포도)
4. 과수원 등록번호
5. 선과장 등록번호
6. 선과일자
7. 수입국(목적지)
③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0.98mm이
하 두께 0.16mm이상의 망으로 씌워져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이 봉인되지 않아도 된다.
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 삽입되어야 한다. 유황패드는 유효성분
(SO2)이 97%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 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한다.

제13조(보관 및 운송) ①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
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수출검역) ① 지역본부장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요건
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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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
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
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④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⑤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15조(호주 농업·수자원부의 현지검역, 최초 시즌) ① 최 초 수출시즌에는 현지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후,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는 지역단
위로 현지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는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호주검역관은 현지검역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
한다.

제16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과수원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
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가.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이 화물은 저온 처리
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
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
나.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을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재배하였을
경우 “이 과일은 벗초파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즈 어프로치 요건에 맞게
재배되었음”이 부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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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제17조(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농업·수자원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도착지 검역) ①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
인 확인만을 실시한다.
1. 한국에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 도착 시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한다.
2.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화물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으며 호주는 조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1.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2. 도착지 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
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3.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
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권한을 가진다.
4.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적 지위 및 검역조치의
필요성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우려병해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
가된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
되어야 한다.
6.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및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
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
7.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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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
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다.
9. 살아있는 병해충이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재수출(반송 또는 제3국 수출)
나. 소독처리(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다. 폐기

제19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검역적 지위 결정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험평가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요건의 재검토)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농림축
산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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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검사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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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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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등록대장


지 역 본 부 (사 무 소 )

선과장 등록
코드번호 일자

선과
소재지
선과장명
소유자명
품목
(전화번호)

선과
전문가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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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포도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번호주)

농가명

주소

소 :

재배시설
온실번호

종 류

면 적

비 고

(주) 코드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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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배지 검역 결과 보고서
농가등록번호

생산자명

대상 병해충

5월

Physalospora baccae*

검역일자

(포도검은썩음병)

감염주수

Phakopsora euvitis*

검역일자

(포도잎녹병)

감염주수

Daktulosphaira vitifoliae*

검역일자

(포도뿌리혹벌레)

감염주수

Drosophila suzukii

검역일자

(벚초파리)

감염주수

Planococcus kraunhiae

검역일자

(온실가루깍지벌레)

감염주수

Pseudococcus comstocki

검역일자

(가루깍지벌레)

감염주수

Eupoecilia ambiguella

검역일자

(버찌가는잎말이나방)

감염주수

Sparganothis pilleriana

검역일자

(도깨비잎말이나방)

감염주수

Stathmopoda auriferella

검역일자

(열매꼭지나방)

감염주수

Frankliniella occidentalis

검역일자

(꽃노랑총채벌레)

감염주수

Tetranichus kanzawai

검역일자

(차응애)

감염주수

Harmonia axyridis

검역일자

(무당벌레)

감염주수

Popilia mutans

검역일자

(풍뎅이)

감염주수

Popilia quadriguttata

검역일자

(풍뎅이)

감염주수

약제방제 상황

봉지를 씌운 날짜:

주소

면적(ha)

6월

7월

8월

9월

방제일자
(사용약제)

기타 발견된 병해충:

* 재배지 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

617

2019 수출식물 검역규정

[별지 제6호서식]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과수원

생산지역

등록번호

(관할구역)

선과장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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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생산자명

주

소

면적(ha)

선과장명

주

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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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
(systems approach)
이 시스템즈 어프로치는 캠벨얼리 및 거봉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수확 전 조치
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과수원과 선과장은 매년 지역본부에 등록해야하며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
수원과 선과장의 호주 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나. 농가와 선과 전문가 교육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 지역본부장은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가와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재배지 검역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해 최소 수확 2주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매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식물검
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 검역을 실시한다.
1) 면적 1ha 미만의 과수원: 20주
2) 면적 1ha 이상의 과수원: 30주
표본의 추출은 8자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검역결과는 확인이 가능
하도록 보관한다. 검역결과 봉지를 씌운 과일에서 벗초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과수원은 해당 시즌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라. 재배지 모니터링
벗초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수원 내에 벗초파리를 초기에 감지
해내고 방제를 통해 수확시기까지 과수원에서의 벗초파리 밀도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과수원 내 식초/와인트랩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
되어야 한다.
1) 면적 0.5ha 이하의 과수원: 2개
2) 면적 0.5ha를 초과하는 과수원의 경우 초과 0.5ha 당 추가 트랩 1개씩
설치
예)

과수원

면적

0.5ha초과∼1ha이하:

3개,

1ha초과∼1.5ha이하:

4개,

1.5ha초과∼2ha이하: 5개
최소 수확 4주전에 식초/와인 트랩을 과수원 안에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
될 때까지 매주 확인해야하며 수확 전 최소한 연속 3회는 확인이 이루어
져야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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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 사용 가능 시기: 트랩에서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등록된 농약
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2) 농약 사용 불가능 시기: 매주 트랩을 확인하고 확인 시 트랩에서 검
출된 벗초파리 수가 트랩 당 평균 10마리 이상일 때 해당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마. 농약 사용
포도 재배농민은 봉지 씌우기 전과 벗초파리가 검출될 경우 등록된 농약
을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과수원 위생
벗초파리 밀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중과 수확 후에도
과수원내의 상처과나 낙과를 제거한다.
사. 봉지 씌우기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한
다. 어린 포도가 벗초파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봉지 씌우기 이전에 약제
살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봉지는 교체한다.
2. 수확 방법
포도송이는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하고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제거
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송이를 골라서 수확한다.
3. 선과장 조치
매 시즌 시작 때 선과장은 청결하고 병해충의 감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야하며, 선과중에는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 선과 작업 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한다. 상처과나 선과중에 제거된 포도는 당일 선과 종료
후에 선과장에서 치워야 한다.
가. 선과장내 트랩
호주 수출 선과작업 중에 선과장 내부에는 최소 1개의 트랩이 설치되어
야하며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벗초파리가 트랩에서 검출될 경우 해
당 lot은 호주 수출이 제외되며, 다음 호주 수출 선과전에 벗초파리가 검
출된 선과장 구역은 소독되어야 한다.
나. 선과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된 과일만을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중에 상처과와 병
해충 감염의 흔적이 있는 포도는 제거하기 전에 10배 확대경으로 벗초파
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벗초파리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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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장
포장 표기사항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다. 포장상자에 환기구멍이 있는 경
우 벗초파리 성충의 침임을 막기 위해 직경 0.98mm이하의 망으로 씌워
야하며, 상자 내부에 비닐포장(구멍 0.98mm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망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라. 보관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
야 한다.
마. 강화된 식물 검역
수출검역 시 검사 수량(lot나 화물당 600송이 검사) 중 일부 송이(3kg)는
10배 확대경으로 검사하여 벗초파리의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벗초
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
출에서 제외된다. 호주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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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적 전 SO2/CO2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관리된 캠벨얼리 및 거봉 이외의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선적 전 SO2/CO2 훈증
포장된 모든 포도는 선적 전에 6% 이산화탄소(CO2) 1% 이산화황(SO2)으로 30
분간 훈증 처리하여야 한다. 강제 공기 주입(기계식 공기 주입)으로 과실내
부 온도를 15.6℃(60℉) 이상으로 올린다. 훈증실의 적재율은 30%를 넘지 않아
야 한다. SO2/CO2 훈증은 저온처리와 검역 전에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감독을 받
아야한다.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훈증 가스 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SO2/CO2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 란에 부기한다.
2. 저온처리- SO2/CO2 훈증 후에 선적 전 또는 이동 중 저온처리
과실내부온도가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저온처리는 기준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적 전이나 이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SO2/CO2 훈증이 끝난 후 바로 예냉 처리를 해야 한
다. 저온처리는 과실내부 온도가 -0.5℃나 그 이하에 도달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 과실내부온도는 매시간 소수 둘째자리까지 측정·기록되고, 모니
터링 되어야 한다. 화물 내부의 온도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최소 3개의
온도센서를 과실내부에 삽입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온도센서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준 온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로 삽입한 온도센
서의 온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컨테이너 내
부에서 3개의 온도 센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
릴 수 있다.
설치된 모든 온도 센서의 온도가 -0.5℃이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만 저온처
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에 0.00℃ 이상의 온도를
기록한 센서가 있는 경우 그 저온처리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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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6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
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7. 12. 1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6호

제1조(적용 대상)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호주로 수출되는 식용 딸기
(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이하 “딸기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2조(적용 지역) 한국의 모든 상업적 딸기 생산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출농가(온실)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호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수출농가(온실에 한한다. 이하 같다) 목록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의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재식 전까지 관
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등록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
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된 수출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딸기 수출농가 등록번호 부여서”에 따라 등록번
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수출농가(온실 관리자) 및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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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선과 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딸기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출선과장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딸기 생과실을 선별할 수 있는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되지 않은
과실과 선과된 과실이 구분･격리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2. 내수용, 호주 수출용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확보되고, 각 시설 내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
비되어야 한다.
3. 별도의 수출검역 장소가 확보되고, 수출검역 장소에는 조명시설이 포함된
검사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소독시설의 등록 확인) 딸기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된 소
독시설(또는 천막)에서 소독되어야 하며 지역본부장등은 해당 소독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취소) ① 지역본부장등은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수출검역 또는 호주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출농가 또는 선과장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해당 수출농가 또는 선과장 등록 취소 즉시 농림축산검
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호주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딸기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
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대만총채벌레(Eurasi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
2.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3.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4. 벗초파리(Spotted wing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딸기모무늬병(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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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해충 관리를 위한 훈증소독 및 재배지검역) ① 벗초파리는 다음 조건에
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소독처리 시설이어야 한다.
2. 딸기 생과실이 화물 50% 이하의 적재 상태이고, 딸기 생과실 중심부 온도가
18℃ 이상에서 40g/㎥ 농도로 3시간 동안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3. 공기 온도와 딸기 중심부 온도 모두 18℃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두 온
도가 상이할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18℃ 이상임을 확인하고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② 딸기모무늬병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무병묘로 인증된 5년차 딸기묘 또는 등록된 묘로부터 수출농가가 증식한
건전한 딸기묘를 재배하여야 한다.
2. 딸기모무늬병 무발생 확인을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딸기모무늬병 재배지검역(육안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
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생육 초기(재식 후 30일 경과 시점)에 모든 수출농가 딸기묘에 대한 1차
재배지검역(육안검사)를 실시하고, 병징이 의심되는 딸기묘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실정밀검사는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양성 반응 시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로 확인하여야 한다. 실험실정밀
검사 결과는 별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확 4~6주 전에 모든 수출농가 딸기묘에 대한 2차 재배지검역(육안검사)을
실시하고 병징이 의심되는 딸기묘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병징이 없는 경우에도 1개 온실의 각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병징 딸기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10주까지만 함께 혼합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1개 온실당 100주 채취: 온실 면적이 1,000㎡(10a) 이하인 경우
2) 1개 온실당 150주 채취: 온실 면적이 1,000㎡(10a) 초과인 경우
3. 상기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딸기모무늬병 발생이 확인된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연도에 수출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8조(선과) ① 딸기 생과실은 선과 과정 중에 호주의 검역병해충 뿐만 아니라
잎, 줄기, 흙, 잡초종자, 식물체 잔재물, 잔가지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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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딸기 생과실은 선과 과정 중에 내수용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 딸기 생과실은 선과 과정 중, 선과 이후의 보관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선과 라인은 딸기 생과실 선과 작업 이전에 청소되어야 한다.
⑤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포장 및 라벨링) ①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포장재로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없어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직경 1.6 ㎜ 이하 및 두께 0.16 ㎜ 이상의 망으로 씌워져 있거나 통기구를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2. 폴리에틸렌 망 또는 주머니(bag)에 포장상자를 넣어야 한다.
3. 통기구가 있는 포장상자가 적재된 파렛트 전체를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호일지로 덮거나 직경 1.6 ㎜ 이하 및 두께 0.16 ㎜ 이상
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
③ 포장상자에 통기구가 있거나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박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봉인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검역부터
호주도착지검역까지 컨테이너 봉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이 표기
되어야 한다.
1. 호주 수출용 한국산 과실
2. 훈증 소독처리 시설 등록번호(천막인 경우, 훈증 소독처리 업체 등록번호)
3. 훈증 소독처리 결과 번호
4. 수출농가 등록번호
○
○
○
○

Product of Korea for Australia
Treatment Facility Code (TFC):
Treatment Identification Number (TIN):
Greenhouse number:

⑤ 모든 화물은 각 파렛트 단위별로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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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관 및 운송) ① 내수용 화물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은 보관 및 운송 중에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① 지역본부장등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
검역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각 화물마
다 600개 딸기를 대상으로 호주의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
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호주의 검역병해충인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
벌레 및 차응애가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제12조(수출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 규제물질 등의 발
견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별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동 화물의 과실은 호주로 수입되는 딸기 생과실의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호주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2.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
3.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 사항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의 소독처리란에
부기 가능)
가. 딸기 생과실 중심부 온도가 18℃ 이상에서 40g/㎥ 농도로 3시간 동안 소
독처리
나. 소독처리 일자
다. 훈증 소독처리 시설명(업체명) 또는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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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strawberry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ny
pests of biosecurity concern to Australia."
○ For sea freight, container and seal numbers
○ Mandatory methyl bromide fumigation
- The goods have been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at 40 grams
per cubic meter fro three hours at a puld temperature of 18℃ or
greater.
- The date of fumigation:
- Treatment facility name or registration number:

제13조(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된 온실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도착지검역) ① 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
역을 받아야 한다.
② 딸기모무늬병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재수출되거나 폐기되고 해당 온실은
당해 수출시즌의 남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소독(적용 가능한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④ 병징이 발견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에 의해 병해충위험평가가 진행되고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될 것이다.
⑤ 규제물질(종자, 폐기물, 흙, 깃털 등)이 검출될 경우 호주의 검역요건에 따라
조치될 것이다.

제15조(요건의 재검토) 한국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주 검역당
국은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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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승인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검사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 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도면 1부
2. 수출농가(온실)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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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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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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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호주 수출용 딸기 선과장 등록대장


지역본부(사무소)

선과장 등록 선과
소재지
선과장명
등록번호 일자 품목
(전화번호)

소유자명

선과
전문가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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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호주 수출용 딸기 수출농가 등록번호 부여서
 품

 수출국명 :

명 :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등록번호주)

수출농가
(생산자명)

주소

소 :

재배시설
시설번호

종 류

면 적

온실-1
온실-2

(주) 등록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수출농가등록번호)
* 반드시 각 온실별로 면적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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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호주 수출용 딸기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
수출농가(온실)

생산지역

수출농가

등록번호

(관할구역)

(생산자명)

관할구역

선과장명

선과장
등록번호

주

소

면적(ha)

주

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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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명)

수출농가

주소

온실-2

온실-1

시설번호

재배시설
면 적

* 반드시 각 온실별로 2회의 재배지검역 실시

1차

2차

재배지검역(육안검사) 결과

딸기모무늬병 재배지검역(육안검사) 결과 보고서

(주) 등록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수출농가등록번호)

등록번호주)

 선과장명:

[별지 제6호서식]

비 고

제201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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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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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3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가공용 양
파 및 배ㆍ 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정 1996.3.7.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1999.8.10.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09.8.20.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11.3.2.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 2019.6.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제1996- 1호
제1999- 9호
제2009-17호
제2009-34호
제2011- 3호
제2011-75호
제2012-51호
제2012-94호
제2013-83호
제2016-57호
제2019-43호

제1장 가공용 양파
제1조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에 의해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에 의해 발급된 식물검역증명서가 각 화물에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
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600개의 대표 샘플을 검역한 결과 깜부기병 (Onion smut : Urocystis

cepulae)의 병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흙이 부착되지 않았음”
제3조 양파는 완전히 (봉인된)드라이박스(dry box) 또는 냉동선박 컨테이너
(reefer shipping containers)로 수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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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파가공지역(premises)은 DAWR가 승인한 지역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요령에 일치하여야 한다.
1. 양파가공지역(processing premises)은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가공지역을 설계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파취급지역의 바닥과 가장자리가
효과적으로 세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바닥 및 주변지역은 수입된 양파의 가공이 완료된 후 다른 물품이 이 지역
으로 도입되기 전에 모든 잔재물이 철저히 청소되어야 한다.
4. 수입된 양파는 가공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공무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5. 가공지역에서는 수입된 양파가 도입되는 날짜로부터 가공이 완료되어, 도
심지역에서 모든 잔재물이 처리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 농업수자원부
(DAWR)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공지역이 깨끗이 청소될 때 까지,
국내산 양파를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수입자는 검역을 위해 가공지역에 직접 DAWR의 감독 하에 컨테이너로
양파를 수송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공지역은 다음 요령에 일치되
어야 한다.
1. 수출 통제령(생과실 및 채소류〔EC ( FF& V ) O 1987〕하에서 요구되는
검역시설 및 수입된 양파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검역 안전지역이 승인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양호한 인공조명, 또는 600럭스(lux)의 조명
을 제공하는 충분한 인공조명, 적절한 검역 테이블(가급적 표면이 엷은
흰색판으로 덮인 것) 및 정밀한 저울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6조 봉인된 컨테이너는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도심지역내에 위치한 승인돤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봉인된 seal은 컨
테이너가 승인 받은 가공지역에 있을 때에만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공
무원에 의해 개방되어야 한다.
1. 각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로 확인 되어
야 한다. 선적 및 도착수량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컨테이너는 안
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상황 발생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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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된 양파는 가공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공무원
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 되어야 한다.

제7조 각 화물(단일 식물검역증명서에 포함된 양파)은 도착 시 병해충 및 흙의
부착을 조사하기 위해 화물당 600개의 비율로 검역되어야 하며, (병해충 및
흙이) 발견될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해충의 존
재 및 양파의 줄기부위 및 기부의 부패와 관련한 검역에 특별한 주의가 취
해질 것이다.
1.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화물은 훈증소독이 되어야 한다. 증명
보험협정(CA 및 AQD)하에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에 의해 등록된
훈증회사에 의해 훈증소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
(DAWR)의 감독 하에 훈증소독이 완료 될 것이다.
2. 균핵병(white rot)이 검출될 경우 캔버라 사무소는 검역된 샘플에서 그
썩음병의 발생이 검역단위의 10%이상이 될 경우 통보를 받는다.
3. 흙덩어리가 발견될 경우, 그 흙은 가공지역에서 채집되어 다른 잔재물과
함께 처리된다.(제9조 참조)

제8조 빈 컨테이너는 철저히 청소될 것이며, 모든 잔재물은 호주 농업수자원부
(DAWR)의 감독 하에 제거되어 처리될 것이다.

제9조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잔재물(예: 껍질 및 포장물질 등)은 대형
플라스틱 백에 수집되어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의 감독 하에 소각처분
된다. 잔재물은 지붕이 덮인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가공지역에서는
가공된 양파의 수량(무게) 및 잔재물의 수량(무게)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가공된 무게 및 최종 산물의 무게가 가공 중 양파액 및 미세 물질의 손실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수입된 양파의 총수량을 산정할 수
있게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에 의해 체크되어야 한다.

제10조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공무원이 수입된 양파에서 우연히 유출된
물질을 확인하지 않거나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가 승인한 지역으로 수
송도중 양파 유출물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공업자)는 호주 농업수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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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R)에 즉시 통보하고 수입자(가공업자)는 그 유출물이 호주 농업수자원부
(DAWR) 공무원이 만족하게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가공된 양파(예: 껍질이 벗겨지거나, 얇게 잘라진 것 등)는 검역이 면
제된다.

제12조 양파의 가공과 관련한 잔재물의 처리는 수입자(가공업자)가 장차 이 방
법을 따르기를 희망하면, 상기 검역지침으로(AQD)으로 통합 될 수 있다.

제13조 수입자는 검역 및 감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책임 져야한다.

제2장 배 생과실
제1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호주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과수원 및 선과장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의(이하
“DAWR”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출 지정단지 내에서 한국의 상업적 재배관
행에 부합하여야하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에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면 역 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 시에 과수원 및 선과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반드시 지정 수출단지 내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포장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개시 14일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목록을 DAWR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역병해충
호주의 우려 병해충 목록은 아래와 같다.
ㆍAlternaria gaisen(Black spot, 검은무늬병)
ㆍ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ㆍErwinia pyrifoliae(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ㆍGymnosporangium asiaticum(Japanese pea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sabinae(Juniper pea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shiraianum(Pear junipe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unicorne(Rust, 적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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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Gymnosporangium spp.
ㆍ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ㆍ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European canker, 혹병)
ㆍPhomopsisi fukushii(Phomopsis fruit rot, 줄기마름병)
ㆍVenturia nashicola(Pear scab, 흑성병)
ㆍAmphitetranychus viennensis(Hawthorn spider mite, 벚나무응애)
ㆍAdoxophyes orana, Adoxophyes sp.(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ㆍAphanostigma iakusuiense(Pear phylloxera, 콩가루벌레)
ㆍ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ㆍCrisicoccus matsumotoi(Matsumoto mealybug, 버들가루깍지벌레)
ㆍEctomyelois pyrivorella(Pear fruit moth, 배명나방)
ㆍ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복숭아순나방)
ㆍPhenacoccus aceris(Apple mealybug, 사과가루깍지벌레)
ㆍPlancoccus kraunhiae(Japanese mealybug, 온실가루깍지벌레)
ㆍPseudococcus comstocki(Comstock mealybug, 가루깍지벌레)
ㆍRhynchites foviepennis(Korean pear weevil)
ㆍRhynchites heros(Peach curculio, 복숭아거위벌레)+
ㆍTetranychus kanzawai(Kanzawa spider mite, 차응애)

제16조 포장 예찰조사 및 시정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요령에
따라 아래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lternaria gaisen(Black spot,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Erwinia pyrifoliae(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Gymnosporangium asiaticum(Japanese pear rust, 적성병)
Gymnosporangium sabinae(Juniper pear rust, 적성병)
Gymnosporangium shiraianum(Pear juniper rust, 적성병)
Gymnosporangium unicorne(Rust, 적성병)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European canker, 혹병)
Venturia nashicola(Pear scab, 흑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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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병해충
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Erwinia pyrifoliae(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동 요건은 한강 이남에 가지검은마름병이 분포하지 않으며 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한 한국의 공식 박멸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박멸활
동이 중단되거나 가지검은마름병이 박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즉시
DAWR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지검은마름병 검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조사를 주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강 이남의 미등록과수원, 가정 내 유실수, 관리되지
않은 배나무 및 기타 기주 식물에서 가지검은마름병이 검출되면 발생 위치
를 나타낸 지도와 함께 즉시 DAWR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지검은마름병 검
출이 확인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체 수출프로그램은 중단된다.
한강 이남의 수출지정 단지 내에서 가지검은마름병 검출이 확인되면 농림축
산검역본부는 적절한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감염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
여 감염 과수원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의 과수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DAWR는 동 병의 발생이 제한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면

반경 15km 완충

지대 밖에 있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의 수입재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염된 지역 및 완충지역산 배의 수출은 DAWR가 수출 재개를 위한 무발생
상황이 되었거나 DAWR가 승인한 대체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등 적절한 시
정조치가 취해졌다고 확인 될 때까지 중단된다.
ㆍErwinia spp.(가지검은마름병은 제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미등록과수원, 가정내 유실수, 관리되지
않은 배나무 및 기타 기주식물을 포함하여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가지
검은마름병을 제외한 배에 병원성이 있는 Erwinia 속 병원균이 검출되면
DAWR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가지검은마름병 이외의 병원성 Erwinia 속 병원균
의 검출이 확인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
안 수출은 즉시 중단된다.
ㆍ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수출지정 단지 내의 등록된 과수원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되면 수출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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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된 배의 수출은 당해 시즌동안 중단된다.
ㆍ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ㆍ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European canker, 혹병)
ㆍVenturia nashicola(Pear scab, 흑성병)
수출지정 단지 내의 등록된 과수원에서 상기 병원균이 검출되면 해당 과수
원 및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의 수출은 당해 시즌동안 중단된다.
ㆍAlternaria gaisen(Black spot, 검은무늬병)
수출지정 단지 내의 등록된 과수원에서 검은무늬병이 검출되면, 감염율이
0.5%를 초과하는 과수원 및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의 수출은 당해 시즌동안
중단된다.
ㆍGymnosporangium asiaticum(Japanese pea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sabinae(Juniper pea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shiraianum(Pear juniper rust, 적성병)
ㆍGymnosporangium unicorne(Rust, 적성병)
수출지정 단지 내 등록된 과수원에서 상기 적성병이 5월부터 9월까지 농림
축산검역본부의 예찰조사에서 검출되면 해당 과수원 및 해당 과수원에서 생
산된 배는 당해 시즌동안 호주로 수출이 중단된다.
ㆍGymnosporangium sp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4종 적성병 이외의 적성병으로 의심되는 병원균이
수출지정 단지 내에서 검출되면 즉시 DAWR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약제방제
해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우려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병원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위생과 우려병원
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재배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히 시행하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이러한 재배관행은 수출과수원에서 호주의 우려병원균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는 병원균
검역 및 검출, 위생 및 방제방법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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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호추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적성병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 내에서 배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하여 효
과적인 방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봉지 씌우기
과실이 제15조의 우려 병해충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두 겹으로 된 봉지를 씌워야 한다. 수출용 배는 내
수용 배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섞이거나 함
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봉지가 손상된 배 및 낙과된 배는 수출용으로 선
과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생과실만 호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제19조 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개시 14일 이전에 아래 정보를 DAWR에 제공
하여야 한다.
ㆍ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목록 및 등록번호
ㆍ병해충 예찰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제20조 선과장의 등록
모든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호주 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섞이거나 함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
장이 적절한 수준의 위생 상태와 조명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선과가 진행 중인 때에는 호주 수출용 배만 반입되어야 한다. 선과장 반입
시에는 생산자 롯트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21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검역 및 증명
수출용 생과실은 제14조부터 제19조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직

성숙

하고 흠이 없는 생과실만 수출용으로 선과 되어야 한다. 부적합 사례가 있
는 경우 생산지를 역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봉지가 선과장 내의 선과라인에서 떨어진 곳에서 벗겨질 때까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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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역 및 증명되어야 한다.
ㆍ생과실의 검역은 등록된 각각 과수원 별로 일자별 수확 및 선과된 과일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검역한다.
ㆍ모든 롯트는 600개 생과실(1000개 이하의 롯트는 450개)에 대하여 공식 절
차에 따라 육안 검출이 가능한 검역병해충과 흙, 동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의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한다.
수출검역 시 줄기마름병이 발견되면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롯트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샘플링 기준에 의해 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출이 지속되면 특정 과수원 또는 특정 생산 롯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이 중단 될 수 있다.
줄기마름병을 제외한 제15조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제3조에 따라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더 이상 검역하지 않아야
하며 호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처
리 후 재검역 할 수 있다.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각 롯트에 대하여 샘플링 및 수출검역을 완료한 이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과수원 등록번호 또는 적합한 롯트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이름, 롯트별 박스의 수 및 검역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
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서명, 날짜 및 스탬프가 찍혀있어야 하며 화물과
함께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생물안전청의 한국 배 수출 약정에 따라 생산 및 검역
되었음”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APQA and BSG"
선박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제22조 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새로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재질은
합성원료 이거나 식물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공 된 것이어야 한다. 짚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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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정단지에서 생산 및 포장된 배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
ㆍ포장 후 바로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봉인한 후 도착지까지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
ㆍ포장 상자나 파레트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ㆍ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장상자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ㆍ호주 수출용 “For Australia" 표시
ㆍ생산자 롯트 번호
ㆍ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
비닐랩에 포장되어 파렛트화 된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 상자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를 파렛트 카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파렛트 카드에는 등록된 과수원
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저온창고 내에서 다른 과실과 격리되어야
하며 냉장 컨테이너에 선적되기 전까지 1～3℃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실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기록은 추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농림
축산검역본부는 선적 후 컨테이너 봉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DAWR의 도착지 검역
DAWR는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도착지 검역 시
증명서 및 봉인의 적합성 여부도 확인한다. 관련 증명서가 적합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DAWR는 반송할 권한을 가진다. DAWR는 병해충 및

기타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한다.
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면 적절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
처리 하고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DAWR는 각 화물이 육안 검출이 가능한 병해충으로부터 95% 신뢰수준에서
0.5이하 감염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물 당 600개의 생
과실을 검역하여 그 중 하나도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 및 흙, 동물,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만약 A. gaisen(검은무늬병), B. berengeriana(윤문병), N, ditissima(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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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ashicola(흑성병), P. fukushii(가지마름병)이 검출되면 해당 롯트는 반
송 또는 폐기된다.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
된다.
ㆍ만약 G. asiaticum, G. shiraiamum, G. sabinae, G unicorne(적성병)이
검출되면 문제가 있는 과수원을 역추적 한다.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롯트는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ㆍ만약 M. fructigena(잿빛무늬병)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 전체가 폐기 또는
반송 되며 해당 수출단지 전체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ㆍ만약 E. pyrifoliae(가지검은마름병)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
송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공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출은
중단된다.
ㆍ만약 P. fukushii(줄기마름병)이 검출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파레트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검출이 계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
출은 중단될 수 있다.
ㆍ만약 제15조의 우려 해충이 검출되면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
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파렛트는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될
것이며 살아있는 해충이 있는지 재검역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파
렛트는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검출이 지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출은 중단될 수 있다.
DAWR는 수출 중단을 포함한 시정 조치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4조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
이전에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 또는 도착지 검역 시에 발견되면 BA
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위험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제15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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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요건의 재검토
만약 여건이 변경되면 호주는 동 요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 하여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배 생산지에서 검역병해충의 분포에 변화가 생기거나 호주
측에서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면 즉시 DAFF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연락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개시 14일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
장 목록을 별지 제2의 서식에 따라 DAWR에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
역본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감 생과실
제27조 목적
이 요령은 호주의 수입요령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Diospyros kaki)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8조 적용대상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대호주 수출용 감”
이라 한다).

제29조 전문 생산단지 지정 및 수출과수원, 선과장의 등록
대호주 수출용 감은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이하 “전문 생산단지”라 한다)내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산･포장되어야 한다.
1. 전문 생산단지의 요건
가. 전문 생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원예농협,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조직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나. 참여 과수원은 총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병해충 방
제 및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과수원 내외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 축사, 퇴비장 등의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라. 전문 생산단지는 읍･면･동 단위의 동일지역 내에 1개 단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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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 생산단지에는 다음 요령에 적합한 선과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 1일 선과능력이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2) 선과라인 중 이병과 제거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과실에 남아 있는 해충을 불어내기 위한 에어컴프레서(6개 이상) 및 불
어낸 해충을 한데 모아서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5) 검역결과 합격한 과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전문 생산단지의 지정 및 취소
가. 지정 신청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는 상기 “29조 제1항”의 요령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신청한다.
나. 현지확인 및 지정
1) 상기 지정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
2) 동 현지확인 시에는 전문 생산단지 요령 부합여부, 과수원 관리상태 및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호주 감 전문생산단지 및 참여과
수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승인된 전문 생산단지 내의 수출과수원과 재배자,
선과장을 등록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수출이 시작되기 전 등록된 수출과
수원 및 선과장의 목록을 호주 농업수자원부(이하 DAWR라 한다)에 제
공한다.
4) 지정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대 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대호주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나) 지정되지 않은 과수원산 감을 대호주 수출용으로 출하한 경우

제30조 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
모든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아래의 관리방안 중 한
가지가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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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꼭지나방에 대한 과수원 관리, 육안검역 및 방제활동
가.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 및 재배자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수출과수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착과기 이후 매주 과실검역을 실시하여 감꼭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연중 모니터링
2) 감꼭지나방의 방제적기(6월상순~중순 및 8월상순) 및 필요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3) 감꼭지나방 월동기(12월~1월)에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 소각
4)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비배관리
5) 병해충의 이병물 제거 등 재배포장 위생 관리
나. 관할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확 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과수원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 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
다.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역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DAWR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그램
및 감꼭지나방에 대한 점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감꼭지나방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소독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2. 감꼭지나방에 대한 MB 훈증
가. 감꼭지나방에 대한 MB훈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고, DAWR
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방제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MB 훈증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증시험을 실시하
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DAWR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훈증시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MB 훈증은 과육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훈
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MB의 농도가 48g/㎥으로 유지되는 지 확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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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훈증 중 MB 농도가 48g/㎥이하로 떨어진 경우 추가훈증이 실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는 방제업체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MB 훈증을 실시하는 방제업체는 각각의 훈증처리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훈증된 파렛트의 종류와 수, 처리일자 및 시간, 각 파렛트의 온도,
약량 산출, 훈증상의 용적, 소독된 과실의 부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소독처리된 과실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과실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제31조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과수원위생조치
등록된 모든 수출과수원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위생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잿빛무늬병의 검출/감시를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모든 수
출과수원 및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 안/밖에서 선정된 비수출과수원 각 1
개소에 대하여 별표의 호주측 우려병해충 발생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DAWR와 합의한 양식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DAWR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문 생산단지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된 경우, 당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주로 수출될 수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과수원에
서의 잿빛무늬병의 검출사실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DAWR에 통
보하여야 한다.
4.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포장
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상황이 변하거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이를 DAWR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재배지검역
“제30조제1항 나” 및 “제31조제1항”의 재배지검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재배지검역 신청
가.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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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말까지 당해 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
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한다. 단, 당해 년도 신규 전문 생산단지는 상기
“제29조제2항”의 대호주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
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상기 재배지검역 신청 시 참여 과수원은 매년 승인된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20%를 초과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
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
치한다. 단, 당해 연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하여는 재배지검역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역 시기는 당해 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
의 조정할 수 있다.
가.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2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나. 재배지검역 대상 및 방법
1) 상기 전문 생산단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 “3.가”항의 요령에 부합한
지 여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2)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역대상 나무
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역한다.
○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3) 재배기간 중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과수원이 관리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재배자가 작성한 과수원관리상황표를 점검한다.
3. 재배지검역 결과 조치
가. 상기 “제29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과수원이나 선과장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수출대
상에서 제외한다.
나. 감꼭지나방이 발견된 경우 과수원 또는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전문생산단
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 또는 전문
654

36.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생산단지가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
다.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히 방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수원관리프로그램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마.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
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DAWR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과장에 대한 점검기
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깍지벌레 등의 제거
선과장에서는 에어컴프레서 등을 사용하여 과실의 표면 및 꽃받침 밑에 있는
깍지벌레류 및 총채벌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4조. 선과, 포장 및 표지
1. 선과 전 선과장에서는 깍지벌레류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2. 호주 수출용 단감의 포장상자는 잡초종자와 잔재물을 포함한 식물성 물
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잔재물이란 흙, 감의 꽃받침을 제외한 잔가
지, 잎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말한다.
3. 검역 및 소독처리된 과실은 새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재는 비식물
성 또는 가공된 식물성이어야 한다. 짚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포
장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감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DAWR의
요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4. 모든 상자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과수원등록번호 및 선과장등
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파렛트는 필수적인 수확후 처리 및 수출검역
이 끝난 후에만 결속되어야 한다. 파렛트화된 생산품은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된 파렛트카드를
파렛트 내 일부 또는 각각의 파렛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출검역
1. 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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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역희망량 등의 검
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역
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역병해충, 흙 및 잔재물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
되, 특히 살아있는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총채벌레, 잎말이나방 및 나방
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역한다.
나.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점검을 받은 선과장 내에서 실시되
어야 한다.
3. 검역 결과 조치
가. 검역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거나 동 요령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나. 식물검역관은 검역 시 발견된 병해충(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병해충, 잔재물)을
검역부에 기록하고, DAWR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동 수출요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적용된 식물위생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시 활용된다.

제36조 식물위생증명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처리 및 검역이 끝나면 각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
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기사항
“The persimmon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persimmon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동 화물의 감은 호주의 수입요령에 따라 한국에서 생
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 Distinguishing marks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 선
과장 등록번호, 화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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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란 한 장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한 화물로 도착한 감의 양을
말한다. 모든 화물은 수출 도시/항구에서 호주의 지정된 항구/도시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3. 소독처리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for disinfestation of Stathmopoda masinissa(persimmon
fruit moth)."(동 화물의 과실은 감꼭지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MB훈증되었음)
또한, MB훈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이물질 제거방법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cleaned using〔specify
procedure〕." (동 화물의 과실은 〔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되었음)

제37조 저장 및 이동
1. 포장재 및 포장된 과실은 포장과정 및 포장 후, 저장 중 및 이동 중(예:
선과장에서 저온창고, 검역장소 또는 수사무소로 이동) 병해충에 감염되
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감을 보관할 경
우,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
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가. 호주수출용 감을 별도의 저장시설에 격리저장
나. 파렛트에 망을 씌우거나 수축포장(shrink wrapping)
다. 밀폐된 포장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까지 저온창고에
보관
3.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출항으로 수송할 경우, 포장된 과실을 선과장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봉인하고,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화물이 호주의 검역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

제38조 수입검역
1. 모든 화물은 호주에 도착하여 DAWR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2. 도착 시 동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당해 화물은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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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폐기･반송조치
된다.
3.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DAWR는 동 수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감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동 프
로그램은 DAWR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재개
된다.
4. 동 요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산 감에서 발견
된 경우, DAWR는 동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위험상태를 결정하여 필요
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전의 검토에서 고
려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기존의 조치로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DAWR는 한국산 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39조 정책의 재검토
DAWR는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제40조 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장 파프리카 생과실
제41조(적용대상

식물)

한국의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

(Capsicum annuum; 이하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라 한다) 생과실

제42조(호주의 주요 검역대상 병해충)
①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②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③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제43조(온실 및 선과장 등록)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된 온실 및 선과장에서 생산 및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1. 온실의 요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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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온실을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과장의 요건 및 등록
가.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에는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과장을 관리하는 자는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소독 및 선과 중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파프리카를 격리 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선과장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희망하는 1농가 이상의 농가를
확보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
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원 또는 사무소장은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선과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등록 정보의 제출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온실 및 선과장 목록을
호주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포장 및 라벨링) ①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에는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하고
잎, 쓰레기, 흙, 잡초종자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병해충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볏짚 등 미가공 식물성 포장 재료를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화물이 호주로 직접 운송되지 않을 경우 견고한 포장상자 등 안전한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1.6mm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
⑤ 수출용 파프리카의 포장상자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농가등록 번호 및 선
과장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⑥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호주의 검역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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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관 및 운송) ① 호주로 수출될 파프리카는 타 국가로 수출될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 보관 등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한다.
②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는 보관과 운송 기간 동안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46조(수출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검역병해충 및 잎, 쓰레기, 흙, 잡초종자
등의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적절한 생산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호주 수출에서 제외
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제47조(식물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Distinguishing marks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한국의 온실에서 재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 The capsicum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capsicum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제48조(도착지 검역) ① 호주 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파프리카 생과실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병해충 및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② 도착지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잎, 쓰레기, 흙, 잡초종자 등이 검출되면 수
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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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3. 폐기

제49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호주 측은 어떤 위생조건이 필요한지 위험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분류동정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측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요건의 재검토) ①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의 요건은 일정기간 지속적인
수출이후 또는 호주 측이 우려하는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재검토 된다.
② 화물이 호주의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수출은 중단되고,
수출시스템에 대한 호주 측의 감사를 받을 것이며 호주 측에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정하면 수출은 재개된다.

제5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4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9-43호, 2019.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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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된 호주의 검역병해충 목록
1. Adris tyrannus amurensis Staudinger 으름밤나방
2. Ceroplastes floridensis Comstock 밀깍지벌레과 일종
3. Grapholita molesta(Busck) 복숭아순나방
4. Halyomorpha halys Stal 썩덩나무노린재
5. Lagoptera juno(Dalman) 무궁화밤나방
6. Lepidosaphes conchiformis(Gmelin) 배나무굴깍지벌레
7. Lopholeucapsis japonica(Cockerell) 배나무흰깍지벌레
8. Nezara antennata Scott 풀색노린재
9. Parlatoria pergandii Comstock 동글점깍지벌레
10. Phenacoccus pergandei Cockerell 큰솜깍지벌레붙이
11. Planococcus kraunhiae(Kuwana) 온실가루깍지벌레
12. Ponticulothrips diospyrosi Haga & Okajima 총채벌레 일종
13. Pseudaonidia duplex (Cockerell) 조개깍지벌레
14. Pseudaulacaspis pentagona(Targioni-Tozzetti) 뽕나무깍지벌레
15. Stathmopoda masinissa Meyrick 감꼭지나방
16.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Reck) 감나무애응애
17. Monilinia fructigena Honey 잿빛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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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예찰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농가번호

생산자명

병원균

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주소

5월

6월

면적(ha)

7월

8월

9월

검역일자
감염주수
검역일자

berengeriana
(윤문병)

Erwinia pyrifoliae
(가지검은마름병)

Gymnosporangium

감염주수
검역일자
감염주수
검역일자

asiaticum
(적성병)

G. shiraianum
(적성병)

G. sabinae
(적성병)

G. unicorne
(적성병)

Monilinia

감염주수
검역일자
감염주수
검역일자
감염주수
검역일자
감염주수
검역일자

fructigena
(잿빛무늬병)

감염주수

Neonectria

검역일자

ditissima
(혹병)

Venturia nashicola
(흑성병)

감염주수
검역일자
감염주수

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동 과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DAWR가 합의한 「한국산
배생과실의 호주 수출요건」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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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등록 과수원 정보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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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수출단지

등록번호

(성환/하동)

생산자

과수원주소

면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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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재배지검역) 신청서
Ⅰ. 전문 생산단지 현황
1. 단지명 :
2.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3. 규모
품종별 예상생산량(톤)
계

품종별 수출계획량(톤)
기타

계

기타

○ 최근 3개년간 수출실적
연도
구분

년

년

년

수출물량(톤)
수출금액(백만원)
주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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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과장
1.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 소유구분 :
3. 면적 :

평

4. 1일 선과능력 :

톤

5. 주요시설 및 장비 : 선과라인

조, 지게차

Ⅲ. 저온저장고

대 등

(전화번호)

2. 소유구분 :
3. 면적 :

동

4. 보관능력 :

평(

구획 또는 칸)

톤

5. 온도조절 가능 범위 :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을(재배지 검역을) 신청합니다.

201

신청자

시장(군수)

.

.

.

(인)

붙임 1. 참여 농가별 내역 1부.
2. 단지 지도(축척 5만분의 1 정도의 단지 전체 행정구역 지도상에 참여 과수원 번호
및 선과장 표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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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참여 농가별 내역
00 단지
연
번

농
가
명

주 소

연락처
(전화,
FAX)

재배면적(ha)(품종별)
계

기타

계

예상생산량(톤)

수출계획량(톤)

(품종별)

(품종별)
기타

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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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출 과수원 관리 상황표
□ 과수원 등록번호:
□ 재배자 이름 :
일

자

관 리 내 용

※ 유의사항
○ 과수원별로 구분 기록
○ 일자별로 과수원 관리내역을 상세하게 기록
- 작업내용,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내용(농약명 반드시 기록) 등
- 착과기 이후에는 매주 과실검역 결과 감꼭지나방의 발견여부 기록
○ 비고란에는 조치내역이나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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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승인 신청서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시

설

선과장
소재지

선과 과실명
검역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타

(국문)
(영문)
주

소

(전화:

)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프리카 호
주 수출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인)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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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코드번호 :
(국문)
선과장명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국문)

선과장 소재지
(영문)
주

소
(국문)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영문)
(국문)

선과 전문가

성

명
(영문)

저온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

수 용 량

비

고

또는
밀폐저장고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파프리카
호주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월

일

지역본부(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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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호주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등록대장


지 역 본 부 (사 무 소 )

선과장 등록
코드번호 일자

선과
소재지
선과장명
소유자명
품목
(전화번호)

선과
전문가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총면적
(㎡)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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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파프리카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선과장 :

주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코드번호주)

농가명

주소

소 :

재배시설
온실번호

종 류

면 적

비 고

(주) 코드번호 작성예시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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